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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단장 남승현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학

하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또 친구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 이슈,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또 이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가치관이 제각각이며, ‘청년들은 특정 문제나 현

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양한 의견들이 존재, 때로는 충돌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획일화된 “정답”을 찾을 수도, 애초에 정답이 존재한

다는 보장도 없지만,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의 지혜

와 어우러질 때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확신하

고 있습니다.

저는 한·아시아 청년대표단을 설립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온

전히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는 열정과 재능 넘치는 청년대표단 집행부장 및 부원들과 제 

1회 한•아시아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 안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청년들과 한국 및 아시아의 역할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하였

으며, 우승팀과는 베트남 코트라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했습니

다. 앞으로도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무대로 청년들의 꿈을 펼

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단장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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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한·아시아 청년포럼

글. 박찬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편집.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2022년 8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에서 제1회 한·

아시아 청년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한·아시아 청년포럼은 청년들의 소통 플랫폼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아시아 청년대표단이 주관한 것으로, 첫선을 보인 올해

는 한·아시아 국제학술지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한·아시아 청년포럼은 사단법인 월드투게더, 한국 로타리 요네야마 

학우회,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주식회사 세봉, 주식회사 성삼, 앰비션 브루어리가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임윤정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집행부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MOU 

체결사인 사단법인 하영재 월드투게더 부회장의 축사와 함께 동 법인 손승완 간사

의 기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병태 한국 로타리 요네야마 학우회 회장의 축

사와 한·아시아 청년대표단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아시아 국제학술지대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 안보: 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한·아시아 협력”을 대주제로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대된 인간 

안보 위협들에 관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분

석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는 경제적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환경 안보, 개인적 

안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로 이루어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정의한 7가지 

인간 안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분석을 거쳐 정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예선은 강지

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학장이 심사를 맡았고, 본선에 진출한 8팀의 심

사는 박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위원, 김희도 영동대학교 교수, 강승호 성남문화재

단 국장이 맡았습니다.

    발표 중간 오승훈 주식회사 세봉 회장의 영상 축사가 있었고, 모든 팀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K푸드빌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아시아 국제학술지

대회는 남용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부회장의 시상식 진행을 끝으로 마무리되었

습니다. 대상은 “Facilitation of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rain Exchange”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가은, 안정현 참가자가 받게 되었

습니다. 이후 이홍기 K푸드빌 대표의 폐회사와 남승현 한·아시아 청년대표단 단장

의 폐회 선포로 제1회 한·아시아 청년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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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ccess to food and water is an imperative to human civilization 

– this is an unchanging fact. Having enough food goes far beyond 

simply ensuring the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of individuals as 

it also affects job availability, income, and economic development 

on the national level. Food production, especially in the f ield of 

agricultur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jobs in Asia. With the 

Asian population expected to exceed 5 billion people by the year 

2050, ensuring that nations are capable of sustaining these people 

is a critical issue.

   In 2015,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ut forth 17 

interconnected goals to achieve a better future, call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mong these, zero hunger was the 

second goal, in tandem with the first and third goals which were 

‘end poverty’ and ‘good health and well-being’ respectively. Yet, 

statistics show that out of the entire global population, one out of 

100 people are medically undernourished today. As access to food is 

directly linked to human rights and state of health, the critical issue 

of food security is an imperative task of the 21st century.

   In this paper, we aim to shine a light on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Asia. Seeing the low 

rates of food self-suff iciency that many Asian nations currently 

have, we highlight the problems such dependency causes when 

unexpected issu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natural 

disasters, or international tension arises. The current problems in 

agriculture-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f ixed by our 

Ga Eun Park,  Jung Hyun An

Facilitation of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rain Exchange (FRIDGE)

대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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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policy, FRIDGE (Facilitation of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rain Exchange) which aims to facilitate nation-to-

nation and company-to-nation cooperation to increase agricultural 

yields and promote a more steady and reliable supply of grains to all 

involved parties.

2.   UNDP Human Security and Food Securit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established 

in 1965, aims to increase the quality of human life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mocratic governance and 

peacebuilding, and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ce. In 1994, the 

UNDP challenged the previously held conception of safety as 

referring to the state of being free of physical harm, and shifted the 

focus away from nations and war to humans and development.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interpretation of the term ‘safety’ 

has expanded to include seven domains: economic security, food 

security, health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personal security, 

community security, and political security. This encompassing 

concept of human security continues to be a central part of UN 

efforts today as the organization pushes for more investment in 

human development rather than arms.

   Among them, food security, which is defined by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s the state 

when “all people, at all times, have physical and economic access 

to suff icient, safe and nutritious food that meets their dietary 

needs and food preferences for an active and healthy life” (World 

Food Summit, 1996), lies at the heart of basic human rights. In 

order to achieve food security, the following four criteria must be 

met: access, availability, stability, and utilization. To paraphrase, 

individuals must have means of procuring food (access), food must 

be in sufficient supply (availability), access to food must continue 

without interruptions (stability), and utilization of food must ensure 

a state of nutritional well-being (utilization). In lower-middle income 

nations, food is neither easy to come by nor dependable in amount. 

Additionally, rising food costs and unpredictable weather due to 

climate change have increased the risks of seasonal food insecurity 

among high-income nations. In the year 2020, 649 million people 

in South Asia were moderately or severely food insecure and 271 

million were severely food insecure according to statistics provided 

by the FAO, while other Asian regions, though moderately more 

stable, struggled with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The Global Food Security Index provides another perspective on 

rates of food security. The index, which scores in the four categories 

of affordability, availability, quality and safety, and natural resources 

and resilience of food among more than 100 nations annually, 

found that nations such as Uzbekistan, Tajikistan, Pakistan, India, 

Bangladesh, Laos, Cambodia, Myanmar and more consistently 

ranked below 70th or 80th among the nations analyzed. As such, 

the current status of Asian nations shows signif icant need for 

improval in terms of food security. This affects not only the food 

insecure nations, but the world as grains like rice are stable foods 

fo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 wheat, rice, and corn together 

account for more than 40 percent of global calories (FAO, 2018) - 

and Asia produces around 90% of the global rice supply (GRiSP, 

2013). Agriculture is also heavily linked to other types of human 

security such as economic security. For instance, over 51% of the 

total population of Tajikistan and over 70% of the population of 

Myanmar and Bangladesh are employed in the field of agriculture 

(Rasul, 2021), making food production essential for not only health 

but also income as the majority of families depend on it for their 

livelihood. Yet, a 2015 report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e Economists (ICAE) found that in the years 2000-2012, 

the ratio of grain imports to domestic output has steadily increased. 

In addition, many farmers in rural areas struggle with poor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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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rastructure, lack of oversight or knowledge on food safety 

regulations, and poor technology in dealing with natural disasters.

3.   Influence of COVID-19 on food security in Asia
   In recent years, Asian nations with large populations such as China 

and India have seen a rapid increase in food demand, as well as an 

increased need for grains used in feeding livestock or for biofuel.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food security was a critical issue 

for Asia.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it is estimated that 10.5 million children 

under five are suffering from wasting (too thin for their height), 78 

million children stunted (too short for their age),” in 2020, showing 

the direct impact of food insecurity on children’s development. 

UNICEF predicted that this figure would double after the pandemic. 

Yet, the FAO Food Price Index (FFPI) has shown a price spike as high 

as 159.7 in the spring of 2022, while the agricultural self-sufficiency 

rate remains much the same. The unchanging dependency on food 

imports can conversely drive food prices, making a nutritious meal 

difficult to get for numerous families.

   With the sudden emergence of the COVID-19 pandemic in 

early 2020, many nations mandated lockdown or implemented 

social distancing rules to minimize person-to-person contact. As 

nations struggled with the economic impacts of the pandemic 

and the rising death tolls world-wide, import restrictions and travel 

bans exacerbated existing food security issues.  India, the largest 

producer and exporter of rice, temporarily suspended exports 

amid the nation-wide lockdown while other rice exporters such 

as Vietnam reduced exports by 40%. Russia, Kazakhstan, and 17 

other nations introduced limits on grain exports, leading to a rapid 

decrease in food availability. Such disruptions in the supply chain 

have disastrous effects on food security in the current import-

dependent system.

   The pandemic also led to labor issues. In South Korea, the travel 

ban instituted to prevent possible foreign COVID-19 transmissions 

meant farmers lacked the help of foreign laborers. In the year 2021, 

there were around 4,600 requests for additional manpower but 

no foreign laborer was allowed entry into the country (KREI, 2020).  

Trade restrictions also affect access to seeds, fertilizers, and other 

products needed to produce grain, posing an additional challenge 

to farmers. Overall, the COVID-19 crisis exacerbated food insecurity 

in already struggling nations, by making access to food both 

diff icult and unpredictable. The decreased supply led to soaring 

prices, and many people informally employed in the agriculture 

sector faced a loss of income, making nutritional balance difficult 

to achieve for at-risk families and ultimately hitting all four areas of 

food security previously outlined by the FAO.

   To further complicate matters,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disrupted the global supply chain, pushing corn prices to a 10-

year high and increasing concerns over ‘agflation’, a phenomenon 

in which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skyrocket compared to 

other goods. As both Russia and Ukraine are major corn and wheat 

export nations, adverse effects continue on to import-dependent 

nations such as South Korea. Russia’s role in food security has been 

large, and a 2010 ban on flour exports once led to extreme price 

hikes in Arab nations.  Russia is also a major exporter of fertilizer, 

and international sanctions increasingly placed on the nation are 

exacerbating the agriculture instability. As the prolonged crisis 

continues, major damage to land and machinery likely points to 

more price hikes.

   In addition, unpredictable changes in climate will  pose 

an additional challenge to farmers,  and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Asian Mega 

Deltas are among the regions most vulnerable to impacts of climate 

change due to the geographic location and low elevation (Cl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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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doubled issue of COVID and the Russia-Ukraine crisis 

has led to concerns over food nationalism. In 2022 alone, five Asian 

nations have introduced new food export bans.

 

4.   Overview of current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and its 
limitations
   Currently, South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imports to 

feed the nation’s population. With the exception of rice, the other 

three major grains corn, wheat, and beans are all imported with less 

than 5% being grown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attempted to install a major grain elevator to 

manage the transport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grains. The 

hope was to engage in direct deals with major grain suppliers and 

create a steady supply of grains in the country. But the attempt 

failed due to the lack of inf rastructure as well as government 

budget issues, eventually being canceled altogether in two years. 

Current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eok-yeol also stated in 

February before his election that he would work to increase the 

amount of rice, wheat, barely, and beans in stockpile to achieve 

food source goals. But currently, South Korea shows a very low self-

sufficiency rate of food, and the current rate of grain self-sufficiency 

is around 25%. 

   While the country retains three months’ worth of grain reserves, 

public stockpiling is not mandated by law, and wheat and corn 

were dependent on imports ev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oreover, such imports are heavily dependent on a small number 

of nations in the US and South America, making food supply 

vulnerable to external factor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plans 

for stockpiling are not including a diverse range of foods such as 

potatoes, barley, etc. and companies have expressed concern as the 

fluctuating supply affects the production of popular food products.  

Efforts were made to solve food insecurity in times of crisis in the 

past, such as the FAO World Food Summit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food crisis, and the World Food Program which was created by 

the UN as a food-aid program. The World Bank, created under the 

Global Food Exchange,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king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global food market with the cooperation 

of governments, NGOs, and private companies. It has made effort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Uzbekistan through the 

Agricultural Modernization Project.

   Other notable programs aimed at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food security include The Strategic Plan of ASEAN 

Cooperation in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which set forth 

goals for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s to be achieved by 

2025. Some ASEAN nations are also part of the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APTERR), which aims to help other 

nations through times of crisis, however, only four donations were 

made in the year 2021. Currently, South Korea is involved in the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launched in 

2010, to ai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griculture and increase 

productivity in 17 African nations. Similar initiatives such as the 

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nd 

the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also 

exist but are limited to 12 and 14 nations, respectively, and lack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India, two nations with large and steadily 

growing populations. 

   The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CAREC) is 

a partnership of eleven Eurasian nations focused on economic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rade and commerce. The CAREC 

Regional Food Safety Network focuses on diseases caused by unsafe 

food and aims to adopt the international Codex standards of food 

safety regulation and improve export prospects as well as customer 

health. The CAREC Advanced Transit System and Information 

Common Exchange project aims to create an electronic syste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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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 goods to cross borders quickly and mitigate transaction costs. 

There have also been initiatives funded by the World Bank such 

as the Uzbekistan Agricultural Modernization Project which aims 

to enhance productive agricultural services and horticulture value 

chains.

   Despite all these efforts, 20% of global agriculture yields 

are dependent on the use of 5% of the world’s land (Rasul, 

2021), showing a remaining imbalance in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untries such as Tajikistan, Turkmenistan,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all rely on imports for half or more of their 

wheat supply. Such dependency is undesirable because small 

disruptions in supply such as the recent COVID-19 pandemic can 

lead to price hikes that make food unaffordable or inaccessible 

for those in the dependent nations (Bui, 2020). In Sri Lanka, the 

international tension caused b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long with the prolonged pandemic, has led to a 156% rise in the 

cost of food monthly in the past four years. In Yemen, a nation 

which imported around 40 percent of its grains from Ukraine,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17.4 million people who are already severely 

food insecure and the nation is struggling to address the food crisis.

Overall, the majority of Asian nations still struggle with low 

agricultural yields due to lack of proper infrastructure and a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or situational changes such as 

contagious diseases.  The World Food Program warned that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virus and trade disruptions in Russia and 

Ukraine, the year 2022 could be “a year of catastrophic hunger,” with 

44 million people in 38 countries threatened by famine. As stated by 

Mogilevskii (2013), Central Asian nations require “systemic and well-

targeted government policy action in all countries of the region”, 

and other Asian nations which are equally dependent on select 

nations for grain imports, are in need of systemic reform in the field 

of agriculture.

One of the key methods that countries such as Korea use to 

enhance food security is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This refers 

to the practice of Korean firms investing in agriculture in foreign 

countries. A Korean f irm would lease the land of a developing 

country, hire local capital to grow crops on the land, and import it 

back to Korea once the harvest has been completed. Developing 

countries are able to profit from income from leasing out land and 

Korea is able to benefit from enhanced food security These firms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national food security through 

bringing in a total of 37,000 tons of soybeans, corn, oats and flaxseed 

in the year 2020 (농민신문, 2022). Not only Korea, but other nations 

such as China, Japan, the United Arab Emirates are active investors 

in foreign agriculture and investment firms such as Goldman Sachs 

and Deutsche Bank also engage in such practices (Alami, 2014). 

However, there remain problems with this model. Firm survival and 

success rates are low and there remain concerns about the impact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has on developing countries. The 

next section will elaborate on the shortcomings and provide a 

comprehensive solution to improve foreign agriculture investment 

among Asian nations. 

5.   Policy proposal for Facilitation of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rain Exchange (FRIDGE)
   This paper proposes FRIDGE (Facilitation of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rain Exchange), a series of policy 

proposals to reform and improve current practices in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to enhance food security in Asia. First, we 

would like to create a government agency that manages a funding 

system for companies that engage in equitable and successful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Currently, government funding 

and assistance in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does not exist 

to a significant degree and there are no clear conditions fo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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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can benef it f rom it. Once government funding is 

provided to companies that engage in equitable investment, there 

will be a creation of new norms, values, and standards when it 

comes to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Equitable investment 

w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criteria such as guaranteeing 

food secu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through not exporting 

excessive amounts of crops during times of low yields, guarantee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cal workforce throughout 

the corporate ladder, and respecting environment as well as labor 

regulations. These companies would then be able to receive more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When companies have increased 

funding f rom the government, this can be used to purchase 

better equipment and hire more workforces, leading to increased 

survivability rates of companies. While there are sporadic measures 

being taken already to help companies to survive overseas, these 

efforts could be concentrated and improved through a centralized 

government subsidiary organization. 

   Secondly,  we would l ike to address the di f f icult ies  of 

transportation. Currently, many countries in Asia lack infrastructure 

needed to transport their agricultural output to another nation. 

For example, while many Central Asian nations have signif icant 

capability to produce grains that are needed in Korea such as 

wheat, transporting these products to Korea can often prove to 

be challenging due to lack of storehouses and ports. Assistance 

in terms of infrastructure could also occur with the cooperation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which i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managing off 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Korea. Funding can be provided to NGOs 

undertaking projects to improv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training can be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departments 

through the KOICA Capacity Enhancement Department. Not only 

the public sector, but also the private sector has opportunities to 

become involved in such initiatives.

   Finally, public food stockpiling systems can be strengthened 

throughout Asian countries. n. Governments come together to 

create reserve mechanisms and store staple crops. Withdrawals 

can be made in times of food insecurity, low yields, or natural 

disasters. Korea is already partaking in the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s which allows countries in ASEAN as well 

as China, Japan, and Korea to receive assistance in terms of food 

security. Such food stockpiling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creased throughout Asia, particularly focusing on regional 

cooperation among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share staple crops.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can play a role in contributing to 

food stockpiling systems through donating some of their yields 

to regional food stockpiles, which foster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ing company and the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assistance 

through its expertise and experience acquired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s. 

6.    Theoretical basis and justification for FRIDGE
   The theoretical basis for enhancing food security through 

improving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is rooted in the liberal 

school of thought. The theory of economic interdependence 

supported by liberals argues that globalization, f ree trade, and 

intertwined economic interests leads to peace. Following this 

logic, policies implemented to encourage and improve foreign 

investment in agriculture are like to contribute to peace among 

countries that rely on each other for importing and exporting food, 

particularly as crops are necessities for the importing country 

but are also perishable goods for the exporting country that 

cannot be stored for long periods. However, realists challenge the 

theory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rguing that in an anar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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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der, economic dependence on others translates to 

vulnerability. Historically, WWII was launched during a period of 

high economic interdependence, as illustrated by the plethora of 

American car manufacturers such as General Motors operating in 

Germany. Copeland (1996) presents the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that manages to fuse the liberalist and realist perspectives o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by presenting the argument 

that when future trade is foreseen to be flourishing and profitable, 

the likelihood of war will decrease as per the liberalist school of 

thought. However, when states believe that future trade will be 

heavily restricted, current economic interdependence will induce 

war due to the fear of losing their economic wealth. Applying the 

theory of trade expectations to improving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leads to the analysis that building better infrastructure, 

establishing eff icient transportation routes, and engaging in 

equitable practices will increase the expected future gains of trade 

for both parties and decrease the likelihood of wa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is also a contested 

subject, with economists from one end of the spectrum arguing 

that it leads to disequilibrium and lack of efficiency and economists 

from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supporting it as the market 

fails to capture the benef its of positive externalities. Despite 

such discussions, there seems to be a consensu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of subsidies in agriculture. Most of the developed 

world continues to swamp its farmers with subsidies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agricultural output such 

as the example of American farmers who derived 39% of their 

income in the year 2020 solely from government subsidies (Abbot 

2020). America is not alone with the European Union spending 

65 billion dollars a year in agricultural subsidies (Gebrekidan et al 

2019). Simply put, the excessive government subsidies in markets in 

Europe and America are damaging the competitiveness of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by driving down the international price of 

crops (Oxfam 2002). Due to the realities of a skewed playing field 

for developing countries in exporting their agricultural products, 

our policy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foreign agriculture 

investment to enhance efficiency and equitableness is justified. 

7.    Expected benefits and effectiveness 
   While the main goal of these policy proposals are to reform foreign 

agriculture investment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success 

rates for investing companies as well as promoting equitabl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vestment in recipient countries to 

enhance food security for Korea and other Asian nations, there are 

also additional benefits that may occur. Most notably, investing 

nations can transfer technology related to the digitalization of 

agriculture to recipient nations. A report produced by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in 2017 defined digital agriculture as “the 

use of new and advanced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one system, 

to enable farmers and other stakeholders within the agriculture 

value chain to improve food produc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weather forecasting, and advanced machinery 

would be applied to farming to significantly increase output and 

allocate resources more efficiently. One particular example is the 

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 technology in which developed 

nations are increasingly investing. This technology aims to control 

the external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flavor and speed of plant 

growth and can produce crops of a reliable level of quality at a 

predictable speed. 

   While the era of digital agriculture brings numerous benefits, 

scholars have recently begun to shed light on potential concerns 

that may arise. As small-scale farmers and unskilled or low-skilled 

farm laborers lack access to digital agriculture, their comparative 

competency may decrease and they may lose their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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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making a living (Lioutas et al 2021). Equitable foreign 

agriculture investment practices can ameliorate such concerns by 

transferring technology pertaining to digitalization of agriculture 

to farmers of recipient nations. Companies have an incentive to do 

this as implementing digitalized agriculture to overseas farming 

also increases their yields and, as such, their prof it margins but 

also recipient nations can develop a workforce that is apt at using 

and maintaining digital technology in agriculture. Due to global 

warming and the increasing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unpredictable weather patterns, such technology is likely to be of 

increasing importance. 

8. Conclusion 
   The need for enhanced food security is skyrocketing. Predicted 

causes such as the rise in global population, aggravation of global 

warming,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ed to the usage and 

production of biofuel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need to 

acquire a larger supply of stable food sources. This need has only 

been exacerbated by unpredicted changes in global circumstanc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hich severely damaged food 

security due to the restriction of worker mobility, diff iculty i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foods, and export bans or limitations. 

International conflicts in the form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has also caused a spike in food prices and left countries concerned 

about the provision of wheat. In light of such changes, the need 

for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to enhance regional food security 

becomes pressing. While foreign agricultural investment has been 

widely implemented in the past through a model where companies 

invest in the land of developing countries and export crops back 

to the investing nation, this paper analyzed critical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model such as the low success rates of f irms, 

low crop yields, and inequitable investment practices. Through 

implementing FRIDGE (Facilitation of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Grain Exchange) by encouraging government 

investment and assistance, improving modes of transporting food 

across Asia, and strengthening regional food stockpiling systems, 

we will be able to enhance regional food security in a sustainable 

and equit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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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A.     COVID-19 and the rise of platform workers

     COVID-19 has affected all corners of society, with employment 

also facing unprecedented chang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andemic resulted in reduced working hours and millions 

of layoffs worldwi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Asia-Pacific experienced 81 million layoffs just in 

20201 . Those who were lucky enough to keep their jobs faced drastic 

working hour reductions of up to 17.4%, more than twice the global 

average of 8.8%, with 7 out of the 10 countries suffering extreme 

losses being located in South Asia2. Women and youth workers were 

hit the hardest, while figures are still far from recovering.

     Skyrocketing unemployment rates and increasing difficulty to 

secure stable jobs has led to a huge inflow into the gig economy, 

where workers work in temporary positions to f ill in sporadic 

demands of labor. A large portion of these workers are platform 

workers, those who find work through the help of digital platforms.

Platform workers work for organizations that provide specif ic 

services through online platforms. Examples of such workers would 

be delivery agents, Uber drivers, or part time workers in freelance 

platforms like Fiverr. Their work can be classif ied into three 

segments based on the difficulty of the task; un-skilled (e.g. delivery 
1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81 million jobs lost as COVID-19 creates turmoil in Asia-Pacific labour 
market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ttps://www.ilo.org/asia/media-centre/news/WCMS_763819/
lang--en/index.htm
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ow did COVID-19 impact working hours in Asia-Pacific economies 
in 2020?”,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ttps://www.ilo.org/asia/publications/WCMS_779273/lang--en/
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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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construction workers, survey helpers), middle-skilled (e.g. digital 

content creators, dealing with hobbies or pets), and highly-skilled (e.g. 

interpreter, developer3) .

     The exponential expansion of platform businesses is seen 

distinctively throughout Asia. Platform giants such as Uber and 

Doordash extended their reach over to the Asian market, while “62 

major” home-grown platforms emerged across Asia projecting 

a “market capitalization of $800 million or more4.” In natural 

accordance with the rise of the platform industry, the number of 

platform workers surged throughout the highly digitalized East Asian 

nations to reach an aggregate of 217.9 million in less than a decade. 

Holding approximately 150 million platform workers across the 

region, ASEAN nations did not lag too far behind despite their still 

predominantly brick and mortar market environment.

B.     The gig economy's ubiquitous growth across Asia and beyond

     The gig economy’s ubiquitous growth across Asia and beyond 

in the era of COVID-19 concludes that platform workers are here to 

stay and multiply. Firstly, participation in the gig economy provides 

workers with flexibility and freedom unmatched by previous forms of 

employment5 . With workers increasingly valuing work time flexibility, 

platform work’s intrinsic flexibility alone is enough to justify forecasts 

dictating platform work as “the new working-class norm6.”

     In addition to platform work’s inherent compatibility with the 

modern day worker, the COVID-19 pandemic acted as a crucial 

external catalyst that accelerated the tectonic shift of workers 

towards the gig economy. The pandemic’s constraint on offline 

3　BCG. “Unlocking the potential of the Gig Economy in Korea”, BCG, June 2022, file:///C:/Users/user/DOCU
ME~1/%EC%B9%B4%EC%B9%B4%EC%98%A4~1/UNLOCK~1.PDF
4　Evans, Peter C. “The Rise of Asian Platforms .” The Center for Global Enterprise, The Center for Global 
Enterprise, https://www.thecge.net/app/uploads/2016/11/FINALAsianPlatformPaper.pdf.
5　DeSilver, Drew. “Q&A: How Pew Research Center Studied Gig Workers in the U.S.” Pew Research Center, 
Pew Research Center, 8 Dec. 2021,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1/12/08/qa-how-pew-research-
center-studied-gig-workers-in-the-u-s/
6　Zgola, Marcin. “Council Post: Will the Gig Economy Become the New Working-Class Norm?” Forbes, 
Forbes Magazine, 14 Apr. 2022, https://www.forbes.com/sites/forbesbusinesscouncil/2021/08/12/will-the-gig-
economy-become-the-new-working-class-norm/?sh=1f0dc7a7aee6.

activities engraved online to offline(O2O) transaction patterns into 

consumer behavior7. This is made evident by the uptick in many key 

e-commerce indicators such as a surge in first time internet users 

amounting up to 40 million in ASEAN alone and a forecasted annual 

market growth of 22% over a 5-year period8. The popularity of "Super 

Apps'' has also created a synergistic effect with Asian platform 

businesses, increasing consumer captivity and heightening demand 

for platform workers. Super Apps offers consumers services that 

touch on every aspect of consumers’ lives from ride hailing and food 

deliveries to fintech services. Consequently, these superapps, best 

represented by Grab, Gojek and SEA9, hold an extensive influence 

over the consumers’ daily life unparalleled by any of their western 

competitors. Naturally, such omnipresent convenience offered by 

Asian superapps helped them seep deep into consumer lifestyles 

rendering the growth of the platform industry and thus platform 

workers an assured fact even in the post-pandemic world10.

C.     Challenges that platform workers face

     The sudden influx of platform workers in Asia shed light on many 

of the challenges these workers face, with some issues heightening 

during the pandemic. Firstly, platform workers are very sensitive to 

vicissitudes of the market. Platform work in Asia generally translates 

to menial tasks such as ride hailing and deliveries and hence, they 

often receive low and unstable income. The innate structure of 

platform work inevitably places workers in a state of economic 

insecurity, and this structural threat is aggravated by the global 

recession brought upon by the pandemic. Thus, platform workers 

are evidently forced under a double jeopardy of low and unstable 
7　“The Platform Revolution in Southeast Asia - Sponsored Content from Shopify Plus.” Harvard Business 
Review, Havard Business Review, 30 Nov. 2020, https://hbr.org/sponsored/2020/11/the-platform-revolution-
in-southeast-asia.
8　Ho, Melissa. “ASEAN E-Commerce: Beyond the Pandemic.” HKTDC Research, https://research.hktdc.
com/en/article/NzY4MzkzMzg1.
9　Goodridge, Mark. “Rise of the Asean Super Apps.” Edb.gov.sg, Edb Singapore, https://www.edb.gov.sg/
en/business-insights/insights/rise-of-the-asean-super-apps.html.
10　Ho, Melissa. “ASEAN E-Commerce: Beyond the Pandemic.” HKTDC Research, https://research.hktdc.
com/en/article/NzY4MzkzMz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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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s and underemployment, all of which are factors pointed out 

to threaten economic security by numerous human development 

reports and international summits.

     Secondly, platform workers lack financial security or solutions to 

protect them in times of turbulence. Most platform workers in Asia 

are legally classif i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unlike countries 

in the West, where endeavors to grant platform workers with a 

regular employee status are more active. This makes them ineligible 

for unemployment insurance or social security. With the legal 

framework surrounding platform workers remaining at embryonic 

stages, they have yet to achieve legal parity. To make things worse, 

platform workers have very limited personal f inance solutions 

provided by f 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se workers lacking 

standard paychecks and facing high income uncertainty, it is hard 

for them to attain a good credit score to get standard loans or apply 

for insurance. This lack of economic security was also shown in a 

survey initiated by Thailand’s National Statistics Office, where 80% 

of Thai platform workers reported facing difficulties from financial 

insecurity11.

     Thirdly, lack of labor protection and f inancial exploitation 

is also a paramount issue. Occupational hazards are more 

common for platform workers, as they lack health insurance or 

have looser applications when it comes to labor protection laws 

and occupational safety acts. Meanwhile, with most working 

as temporary subcontractors under multinational app based 

companies like Swiggy or Grab, it becomes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openly voice out their rights to their employers. This is a 

tragedy that resonates to be especially true for female and young 

platform workers, who have yet to be emancipated from fears of 

discrimination or harrassement. Women Uber drivers, for instance, 

have previously shown discomfort on how they feel unsafe and 

11　Leenoi, Prapan. “How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Gig Workers in Thail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1.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

experience sexual assaults by customers, but were unable to speak 

up as they were afraid of  terrorized ratings or complaints to Uber 

headquarters12. Furthermore, notable events such as allegations 

on Kakao Mobility Corp’s discrimination against taxi drivers not 

subscribing to its paid membership13 are examples of exploitation 

platform workers face.

     Last but not least, economic insecurities such as f inancial 

instability makes it challenging for platform workers to plan 

out life decisions. Platform workers are paid by piece rates that 

vary according to their working period, location, and company14 

. Meanwhile, as most of their contracts are short term, they are 

constantly bound to job hunting and in need of living expenses 

until they find their next job. Such uncertainty makes it difficult for 

platform workers to form healthy consumption habits or invest in 

big life decisions such as buying a house.

D.     Pillars of economic security & solutions for platform workers

     Up till this point, one may ponder, "How does alleviating the 

challenges and hurdles of platform workers lead to an elevation 

of human security for the society? Why is enhancing economic 

security for platform workers such a crucial issue?" Despite the 

quintessential role of platform workers in the rapidly developing 

platform businesses and the great hike in their numbers following 

the pandemic, neither the indispensable value they offer nor 

their sheer size proved beneficial in guaranteeing their economic 

security. Free from fear and want15  serves as an integral motto 

behind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ever since it has been first 
12　Ma, Ning, and Dongwook Yoon. “Delay and Deflect: How Women Gig Workers Respond to Sexual 
Harassment.” The Conversation, July 5, 2022. https://theconversation.com/delay-and-deflect-how-women-
gig-workers-respond-to-sexual-harassment-183496.
13　Lee, Ji-hoon, and Joo-wan Kim. “Antitrust Body Takes Aim at Kakao's Taxi-Hailing App, Coupang.” 
The Korea Economic Daily. KED Global, September 12, 2021. https://www.kedglobal.com/tech/newsView/
ked202109120001.
14　Leenoi, Prapan. “How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Gig Workers in Thail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1.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
15　Lidh. “What Is Human Security?” HUMAN SECURITY IN LATIN AMERICA - What Is Human 
Security?, Inter 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https: //www.iidh.ed.cr/multic/default_12.
aspx?contenidoid=ea75e2b1-9265-4296-9d8c-3391de83fb42&Portal=IIDHSegurid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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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ated by President Roosevelt in his monumental 1941 Speech to 

Congress. Applying this principle to economic security,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of 1994 clarif ied that workers be free not only 

f rom fear of unemployment itself but also f rom fears regarding 

unstable and low incomes, underemployment, job retention and 

indignities workers, especially female and young, might face16. 

Perceiving platform workers through this lens it is palpable that 

this group is extremely vulnerable especially in the era of COVID-19 

and thus renders policy making to secure their economic security a 

paramount obligation as global citizens.    

     In reflection of the plights of platform workers and the pillars 

of economic security, this essay calls forth concerted effort f rom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alike. In response to the f inancial 

turbulence intrinsic to the gig economy, alternative credit ratings can 

shed an institutional spotlight to the financial blindspot of platform 

workers are confined to. In conjunction to this, extensive f inancial 

services such as insurance and loans are advised to further cement 

platform workers’ economic security. Recognizing the hastened 

entry of many platform workers in the COVID-19 era, this essay also 

demands that education be provided to workers. These education 

programs not only cater to concerns shrouding financial well-being by 

providing asset management skills but also seek to uphold platform 

workers’ dignities by countering sexual discrimination rampant in the 

platform industry. Lastly, a long-term holistic solution of encouraging 

international legislative activism regarding platform workers’ 

employment status so as to f irmly etch platform workers’ rights to 

economic security into the fabric of Asian economic ecosystems is 

also necessary.

II.     Solutions to enhance economic security for platform workers

16　 “Human Development  Repor t  1994 . ”  Human Development  Repor t ,  1994 ,  https : //do i .
org/10.18356/87e94501-en.

     The threats jeopardizing platform workers are not distinctive to 

any singular nation. Furthermore, there are limited measures taken 

by individual governments to resolve the challenges these workers 

face, as discussions and policies are yet in developing stages, albeit 

being one of the most critical economic issues in Asia. To provide 

concrete solutions and better the post-pandemic economic security, 

we suggest implementing transnational policies to be promoted 

throughout the whole of Asia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everyone.

A.      Financial policies

1.     Alternative credit scores

     Many platform workers are “underbanked” or “credit invisible” 

because they lack required documents like standard paychecks 

to get traditional credit ratings. In order to prevent platform 

workers f rom being "underbanked," implementing alternative 

credit evaluation methods to properly assess their credit score is 

necessary. Alternative credit score models are algorithms which 

utilize data such as telecom information, mobile money use, credit 

card transaction data, social media footprints and other means of 

financial records to assess the applicant’s credit status. It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credit score models, in that a larger amount of data 

and criteria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redit evaluation 

process. Consequently, this leads to a more nuanced yet articulate 

assessment of platform workers, who had very restricted channels 

to prove their ability to repay(ATR) before. Governments in Asia 

have acknowledged the potential and necessity of alternative 

credit ratings, with the Central Bank of Malaysia placing alternative 

finance models as one of their main agendas in 201617, and China’s 

central bank also giving the green light to f intech companies 

17　Rahman, Zarina, and Samuel Lee. “The Role of Alternative Finance to Fund the Needs of a New 
Economy.”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Systems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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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g up with alternative credit rating systems18. However, a top 

down approach which strengthen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coordinates Asian nations to drive developmental policies is 

yet to form. Legal frameworks, standards for data coverage and 

information security, as well as promoting open APIs for third party 

developers to have quicker data delivery to credit agencies will be 

necessary in order for alternative credit ratings to be implemented 

and widely utilized for platform workers.

2.     Platform worker-friendly financial products

     Along with alternative credit ratings, Asian governments should 

openly promote the creation of diversif ied f inancial products, 

tailor made for platform workers. One way to do this would be 

to benchmark ideas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In the West, 

countries are already introducing diversif ied f inancial products 

which are f riendlier towards platform workers. For instance, 

Lemonade, a US based insurtech introduced ridesharing insurance 

which is designed to cover for platform workers even when they 

have no passenger in their car (ex. when cruising around between 

fares)19. Meanwhile, instead of the traditional housing mortgage 

system that demands high requirements in order to borrow money 

and buy a house, companies like Wayhome have introduced gradual 

home ownership policies more compatible for platform workers20 

. Under a gradual home ownership policy, customers can attain 

partial ownership for a house while the remaining portion is bought 

by funding partners. The customer then pays rent in installments 

until completely buying off the house from the funding partners 

and obtaining full ownership. This new form of house ownership is 

more compatible towards platform workers as it allows them to buy 

houses without a mortgage. Another example of a creative financial 
18　Zhang, Shidong. “China Wants a Say in Fintech's Future with New Credit Ratings License.” South 
China Morning Post, December 26, 2020. https://www.scmp.com/business/china-business/article/3115410/
19　“What's Rideshare Insurance?” Lemonade Car. Accessed August 21, 2022. https://www.lemonade.com/
car/explained/rideshare-insurance/.
20　“How Gradual Homeownership Works.” Wayhome. https://www.wayhome.co.uk/.

product would be a savings account that provides personalized 

savings rate for platform workers wishing to create an emergency 

fund for unplanned yet lumpy expenditures21.

     Asian nations should also jump into this trend of creating more 

customized and oriented financial products for platform workers. 

For starters, Korea's KB Insurance and Baemin Connect created 

a special insurance product for part time delivery workers driving 

motorcycles22. In addition, nations can leverage Asia’s tech-friendly 

tendency and promote personalized f inance planners within 

applications that assist platform workers with their spending 

and savings, creating tax payment and invoice management 

trackers, or customized insurance and loan products can preempt 

platform workers from being “underbanked” in a plethora of ways. 

Governments can also actively cooperate to promote the exchange 

of f inancial products and data exchange through transnational 

joint partnerships, cross-border trade of f inancial services, and 

international policy discussion regarding product development.

B.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1.     Wealth management course & financial advisory services

     One significant feature of platform work is that it finds supply for 

sporadic demand of labor. This allows workers more opportunities 

to fill in their reduced working hours, but also results in unstable 

income. The large fluctuation in wages is one of the key reasons 

platform workers struggle to manage their wealth and end up with 

a precarious living, further exacerbating the economic situat ion in 

Asia. In South Korea, an average of 32% of platform workers have a 

monthly income fluctuation of over 1 million won(USD 770). What’s 

worse, 84% of platform workers are not calculating their monthly 

average income, unsure of their cash flow, expenses, or savings.23  
21　“8 Useful Savings Tools for Gig Economy Workers.” Steady. https://www.steadyapp.com/thrive/8-useful-
savings-tools-gig-economy-workers.
22　Kim, Ahyeong. “Do time based insurance products benefit platform workers?” 경향신문, November 3, 
2019. https://m.khan.co.kr/economy/venture-job/article/201911032118035#c2b.
23　BCG. “Unlocking the potential of the Gig Economy in Korea”, BCG,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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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rom UNCDF Center for Financial Health found that in 

China and Malaysia, only 18.8% of respondents were comfortable 

“with a financial emergency of RM 1,000(USD 250).” 24

     In order to overcome this economic insecurity of platform 

workers, it is essential to help them manage their wealth. To 

f ind economic stability, platform workers should be educated to 

eff iciently manage their income, despite its unpredictability and 

fluctuating nature. Thus, this essay suggests all Asian governments 

to enforce wealth management courses specifically designed for 

platform workers.

     Typical wealth management services offered in respective nations 

often include investment management and advice, philanthropic 

planning, legal services and more.25 These are all important 

services, but the requirements and specif ics are not in line with 

platform workers’ needs. Therefore, governments must create an 

education program that directly targets the needs and demands 

of platform workers in their country.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stering knowledge exchange 

of educational policies(ex. OECD'S Southeast Asia Regional Policy 

Network on Education and Skills, AED's Education Sector Group) 

can facilitate this process. Furthermore, once regional databases on 

effective practices for platform workers’ education is established, it 

can be shared throughout Asia as a collaborative effort.

     Multipl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wealth management educational program. To start off, the 

program should cater to the needs and pain points of platform 

workers. In most Asian countries, the average monthly wage of 

platform workers is vastly below $2 mil26, with even high paying 

countries like Singapore not exceeding $1500(1100USD) per month. 

24　MetLife Foundation, UNCDF.  “The Gig Economy and Financial Health”, UNCDF, April 2022,
25　Wohlner. “What is wealth management and do you need it?”, Bankrate, November 23, 2021. https://
www.bankrate.com/investing/what-is-wealth-management/
26　Koo. “How Much Did Singapore Gig Economy Platform Workers Really Earn In 2021 (Based On 
Government Statistics), Dollars and Sense, March 7, 2022. https://dollarsandsense.sg/much-singapore-gig-
economy-platform-workers-really-earn/

Considering how most wealth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by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nly accept clients with “a minimum of $2 

million to $5 million in assets,” these wealth management programs are 

not suitable for low income platform workers, nor were they addressing 

their situation properly. Therefore, the new educational program should 

focus on issues exclusive towards platform workers. Introducing basic 

income management tips such as the necessity of keeping track of 

cash flow, increasing financial literacy by helping workers separate fixed 

costs from variable costs, providing tips on opening savings accounts 

or checking accounts, or  choosing loans that f its one’s needs are all 

important points that should be dealt with.

     The program should also be accompanied with a f ree f inancial 

advisory service for platform workers in need of additional assistance. Free 

financial advisory services are available in Asia, but they are usually only 

open to a limited scope of individuals, a notable example being Singapore 

DBS Bank’s free financial advice center, which only offers services to ages 

between 20 and 3527. Thus, for all platform workers to achieve economic 

security, creating a separate service that will complement the wealth 

management program is highly necessary.

2.     Vocational training for middle/high skilled gig workers

     Economic security is best protected when one not only manages 

income prudently but also when there is a constant strive to enter 

industries that are placed higher in the economic value chain. As of now, a 

vast majority of platform workers find themselves in the   ride-hailing and 

delivery industry that often pay low and infrequent incomes. However, 

many platform workers, especially those entering the platform economy 

following the pandemic have varying degrees of specialty in diverse 

vocations. Diminishing the prevalence of underemployment in the 

platform economy will not only boost platform workers’ incomes but also 

aid workers’ in their sense of dignity and self-realization. Accomplishing 
27　DBS. “DBS – first bank in Singapore to launch financial planning centre offering free advisory services; no 
f inancial products sold”, DBS, 30 Jun. 2017, https://www.dbs.com/newsroom/DBS_first_bank_in_Singapore_to_
launch_financial_planning_centre_offering_free_advisory_services_no_financial_products_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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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feats would strengthen platform workers’ economic security 

and raise job retention rates of the economy at large as well.

     To do this, Asian governments should build platforms that 

provide vocational trading for middle and high skilled gig workers. 

Governments throughout Asia can use the Human Security Trust 

Fund as a conduit for cooperation and f inancing. Considering 

that the Human Security Trust Fund already operates globally 

to set up academic institutions such as “farmers f ields schools” 

in Pakistan and Peruvian schools that f ight “gender based 

violence” in pursuit of bettering human security, the institution 

will aid Asian governments effectively. This education platform 

will serve as a beacon for platform workers who seek to enter an 

industry that best utilizes their speciality by not only providing a 

list of available platform work in the platform economy but also 

detailed descriptions, the pay and required qualif ications for the 

work itself. Such services would prove especially vital for women 

looking to reboot their careers who have yet to acclimatize back to 

today’s working environments, as well as youth who are exploring 

different job prospects. Such an educational platform can grow 

organically with its users adding newly emerging vocations in the 

platform economy. Hence, this platform can serve as a government 

facilitated, civil society led platform that fosters a virtuous cycle of 

collective intellect driven education.

3.     Measures to protect marginalized platform workers in the 

workplace

     As demonstrated earlier,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goes beyond f inancial fears and encompasses efforts to combat 

injustices workers may face while partaking in economic activities. 

The gig economy is also subjected to such indignities; in fact, 

platform workers had to f ight a disproportionately uphill battle 

as nations’ legislatures, overwhelmed by the global pandemic, 

could not match the pace platform businesses were growing at. 

Such hardship resonates particularly deeply with female platform 

workers who not only suffered immense levels of sexual harassment 

but also faced significant gender wage gaps. The fact that “one out 

of f ive platform workers28”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nd that males make “48% more than female 29” platform workers 

succinctly captures the perils women are thrown under. Despite 

these apparent attacks on female platform workers’ rights to be 

free from fears of sexual victimization and economic inequalities, 

the global recession, whose alias has been “she-cession 30” in 

scholarly circles due to its disproportionately marginalizing effects31  

on women, pushed females into the gig economy. In light of such 

circumstances, various educational policies that intend to fight both 

sexual harassments and inequalities in the gig economy should be 

implemented in hopes of facilitating platform work to become a 

means of empowerment for females.

     Firstly, governments across Asia should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against sexual assault and discrimination. This policy 

is of utmost importance in safekeeping female platform workers’ 

economic security, as gig economies in many Asian nations have 

yet to establish legal oblig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 of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classes. In comparison to platform works, 

traditional workplaces often conduct government mandated 

classes that cover topics abou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However, due to their ambivalent legal standing, platform workers 

are exposed to a greater amplitude of threats. Such vulnerability 

of platform workers to sexual assault should be of great alarm to 
28　Kay, Grace. “Over One-Third of Gig Workers Say They Have Felt Unsafe on the Job, and Nearly One-
Fifth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Business Insider, Business Insider, 8 Dec. 2021, https://www.
businessinsider.com/gig-workers-felt-unsafe-sexually-harassed-on-job-pew-survey-2021-12.
29　Kay, Grace. “Over One-Third of Gig Workers Say They Have Felt Unsafe on the Job, and Nearly One-
Fifth Have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Business Insider, Business Insider, 8 Dec. 2021, https://www.
businessinsider.com/gig-workers-felt-unsafe-sexually-harassed-on-job-pew-survey-2021-12.
30　“신종 감염증이 영향과 향후 노동정책의 과제.” The 18th Northeast Asia Labor Forum, Northeast Asia Labor 
Forum, https://www.kli.re.kr/downloadBbsFile.do?atchmnflNo=14758.
31　Gupta, Ananyashree. “The Permanent Effects of the Pandemic on the Female Workforce.” ORF, 22 
Sept. 2021,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he-permanent-effects-of-the-pandemic-on-the-
female-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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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considering that the gig economy has seen an influx 

of female workers in the COVID-19 era. Taking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legal standings of platform workers is a controversial 

issue that requires a long term vision, it is advised that governments 

in the meantime provide opportunities of education against sexual 

harassment for platform workers albeit lacking the coerciveness 

that exists for traditional workplaces. Understanding that a 

transition of laid off workers into the gig economy has prevented 

further rises in unemployment rates and the societal problems 

that entails unemployment, it is prudent for governments to make 

platform work safe so as to keep workers in the industry.

     Another chief component of economic insecurity female gig-

workers face is the great schism between incomes of male and 

female platform workers. The fact that Korean female platform 

workers experience a stunning “33.8%” difference in incomes 

despite Korea being evaluated by the UNDP to have made the most 

strides in achieving gender parity in Asia 32 captures how severely 

skewed the Asian gig economy is against women. Such disparity in 

incomes finds its roots in sexual stereotypes etched firmly into the 

psychee of many Asian nations. These stereotypes conventionally 

f rame females to be physically inadequate not only for heavily 

physical jobs but also from rather ordinary tasks such as driving33 . 

Such prejudices not only motivate employers to bar females from 

entering “stereotypically male jobs 34” within industries such as 

the distribution industry that typically pay better but they also 

victimize females by inducing customers to decline female workers 

in industries such as the ride-hailing industry 35. Moreover, these 

stereotypes may induce females themselves to limit their vocational 
32　Yang, Jung Woo. “UNDP ‘한국 성평등 수준 아시아 1위...세계에선 10위.’” 연합뉴스, 양정우, 18 Dec. 2019,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73700005.
33　Ke, Feng, and Paul Armstrong. “Backlash over Police Tips for Beijing's Women Drivers.” CNN, Cable 
News Network, 30 Oct. 2013, https://edition.cnn.com/2013/10/30/world/asia/china-female-drivers/index.html.
34　Codagnone, Cristiano, et al. “The Sharing Platform Economy.”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Work, pp. 
34–49., https://doi.org/10.4337/9781786434296.00010.
35　Wargadiredja, Arzia Tivany. “Female Ojek Drivers Struggle to Find Acceptance on City Streets.” 
VICE, VICE, 1 Nov. 2017, https://www.vice.com/en/article/zmzmm4/female-ojek-drivers-struggle-to-f ind-
acceptance-on-city-streets.

choices to generally low paying tasks centered around care-giving 
36. Here, it is evident that sexual stereotypes are not merely an 

attack on female platform workers’ dignity but also a direct assault 

on incomes. In a post COVID-19 world where women have been 

pushed into the platform economy under financial hardships, such 

stereotypes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governments across Asia. 

Thus, this essay suggests that Asian governments cooperate via 

international cooperatives such as the ASEAN to plan anti-gender 

discrimination programs. Drawing f rom the regional cultural 

similarities,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collaborate and f ind 

effective and holistic curriculums that do justice for female platform 

workers.

     Lastly, Asian governments should set up helpline call centers 

which cater to the needs of platform workers. These helplines are 

imperative for ensuring the safety of platform workers, who often 

lack stationary physical workplaces that have human resources 

departments supervising labor-management conflicts. Moreover, 

the nature of platform work requires them to work in situations 

where they work long hours alone without any coworkers. Therefore, 

they are more prone to feelings of loneliness and powerlessness 
37, and find it difficult to receive advice regarding labor issues they 

encounter.

     In addition to how the structure of platform work renders 

helplines to be innately vital to workers, the fact that many young 

workers opt into platform work further bolsters the value helplines 

bring in safeguarding platform workers’ economic security. Young 

workers prefer taking on platform work as its flexibility is compatible 

with the time constraints academic institutions place upon them. 

The youth’s preference for platform work has only increased in 

the era of COVID-19 where lowered household incomes further 
36　Kim, Mi Young. “플랫폼 노동시장도 성별 임금격차 '뚜렷'.” 매일노동뉴스, 24 Mar. 2021, https://www.
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97.
37　Paul Glavin Associate Professor, et al. “Workers in the Gig Economy Feel Lonely and Powerless.” The 
Conversation, 21 Apr. 2022, https://theconversation.com/workers-in-the-gig-economy-feel-lonely-and-
powerless-12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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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ntivized the youth to contribute financially.      

     Considering this influx of youth into the gig economy, helplines 

prove themselves to be much needed as younger workers lack the 

abilit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onflicts in the workplace due 

to their lower work experience and legal understanding. Hence, 

governments throughout Asia should set-up helpline centers and 

share data accumulated in order to hone their capability to assist 

workers who have entered the gig economy in flocks during the 

pandemic. As many platform businesses such as Grab and Gojek 

operate internationally, such collective action will prove effective in 

aiding Asian governments to find common solutions to common 

problems.

C.     Legislative changes

     Not only should there be a social responsibility charter for 

companies to follow, but also a standard contract for platform 

workers ensuring basic terms and conditions for work sustainability 

and economic security. Platform workers are already more actively 

demanding improved working conditions. In September 2021, “a 

union representing about 35,000 Indian platform workers f iled 

a petition in the nation’s top court seeking social benefits from 

platform companies including Uber, Ola, Zomato, and Swiggy.” 

Some countries are taking action, and “Chinese regulators in July 

(2021) ordered online platforms to ensure delivery riders earn above 

the minimum wage and have access to insurance coverage, while 

Singapore’s government is looking into increasing protections for 

such workers 38.”

     These requests such as guarantee of minimum wage, maximum 

working hours, basic insurance coverage etc. should be fulf illed 

without the need to file petitions or engage in protests or strikes.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all platform workers have standard 

38　Chandran. “Asia’s gig workers strive to match global gains on labour rights”, Thomson Reuters 
Foundation News, 1 October, 2021. https://news.trust.org/item/20211001122523-2yb0e

terms and conditions which ensures their fundamental working 

conditions.

     Ultimately, platform workers’ ambivalent legal nature is the root 

cause of platform workers’ economic insecurity. This is because the 

legal employment status of platform workers determines many 

aspects crucial to their economic security such as an entitlement 

to statutory employment rights 39 and thus the guarantee of 

minimum wage, maximum working hours and basic insurance 

coverage. This is why even Western nations that have been home 

to the platform economy for a longer dura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remain divided on the issue. For instance, Spain “[gives] 

workers employee status and corresponding rights,” to platform 

workers while Britain granted platform workers a “worker” status 

whose rights “are more basic than an employee’s rights.”  Likewise, 

court rulings of Asian states also vary to a wide degree and akin to 

their western counterparts. In light of the surge of platform workers 

and their essential roles highlighted during the pandemic, the 

European Union set out on an endeavor to grant platform workers 

an employee status to solidify their economic security once and 

for all. This was the 2021 European Commission draft rule wherein 

the EU established f ive major determinants of platform workers’ 

employment status. This draft rule is forecasted to “turn 4.1 million 

platform workers into regular employees.”

     As proponents of platform workers’ economic security, the EU 

policy is one that this essay would vehemently fight for. However, 

assessing the reality of inter-Asian dynamics, one must recognize 

that Asia lacks the high degre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at the 

EU boasts. With the three North East Asian states being in a state of 

constant check and balance, and ASEAN being a group of nations 

acting under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the internal 

39　Ofili, Morag. “The U.K. Uber Decision and the Gig Economy Worker.” Bloomberg Tax, 24 Mar. 2021,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the-u-k-uber-decision-and-the-gig-
economy-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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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 of one another 40,”it is utterly unrealistic to call for an EU-

esque solution. Rather, one would recommend that legal change 

be brought into actualization at the private level with domestic 

legal activist groups, NGOs and labor unions of respective Asian 

nations serving as conduits of cooperation. Groups such a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of Korea, The Japan Spot 

Work Association, All India Gig Workers Union that have a history 

of working towards platform workers’ recognition as employees 

collaborate by way of holding annual platform forums to bolster 

international solidarity of platform worker movements. Such joint 

international events would help create a regional wide pressure 

at the grassroots level across Asia. International solidarity forums 

would be imperative for platform workers as they can develop 

more holistic legal rhetoric and aim for a domino effect of legal 

change where each domestic movement would build upon another 

nation’s victory. With governments preoccupied with reopening 

and relaxation of labor regulations in face of the post COVID-19 era, 

collective calls for solidif ication of platform worker rights would 

prove less futile than lone cries for help.

III. Conclusion

     Platform work not only poses intrinsic structural hazards to 

workers’ economic security but also their circumstances have been 

aggravated by COVID-19.  Delving into the economic insecurities 

platform workers find themselves exposed to, the essay alludes to 

the UN Human Development Reports to demonstrate that the perils 

workers face are not merely money matters but also one pertaining 

to human dignity. Moreover, it points out that among platform 

workers, women and the youth are further marginalized as the lack 

of institutional backing behind platform workers serve as salt to the 

wound for these traditionally disadvantaged demographics.
40　“What We Do.”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https://asean.org/what-we-do/.

     In response to the plight of platform workers in the COVID-19 era, 

policies overarching financial, educational, and legal means have 

been proposed as to comprehensively respond to the multi-faceted 

nature of economic security. In line with this effort, the essay calls 

for an alternative credit score, wealth management education, 

job diversity education, gend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By doing this, the essay provides financial services to 

immediately aid platform workers all the while providing education 

and legislative pressure that respectively seek to aid workers in the 

mid-term and long-term.

     The post COVID-19 era is not a happy go lucky utopia. Rather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poch where humankind must 

constantly prepare for a war against potential global pandemics. 

Hereby granting platform workers the policies recommended in 

this essay is not merely an issue of securing economic security. 

Rather, protecting the economic security of platform workers who 

have been hailed as essential workers at the heights of COVID-19 

would be to secure the completion of essential works that safekeep 

human security as a whole. Hence, this essay strongly urges for 

its policies to be enacted with the perspective that to protect the 

economic security of platform workers is to guard the human 

security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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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 가치의 추락1. 엔 가치의 추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의 막대한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향했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

들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 평가받

던 엔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 직전인 2월 23일 달러당 115엔 수준이었던 환율은 3월 

22일 120엔을 돌파했습니다.

엔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굵직한 위기 때마다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엔은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약세를 보입니다. 

엔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베

노믹스로 엔저를 유도해 거품 경제 붕괴의 후유증을 극복하

고자 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장기침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

올 정도입니다. 오히려 아베노믹스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아베노

믹스의 역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

로 엔 가치 추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stract

글. 박찬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편집. 노지우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980년대 초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은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달러의 약세를 추구했고, 이는 1985

년 G5가 달러의 강세를 완화하기로 한 플라자합의로 이어졌

습니다. 플라자합의로 엔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두 배 상승했

습니다. 엔고로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자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품 

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992년 거품 경제가 붕괴하

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거품경제 붕괴의 후유증이 여전했던 2012년 12월 재집권

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

소로 엔고를 지목하고 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 엔저로 수출 경쟁력

이 강화되어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

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

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은 높은 수준의 지지율로 이어졌습니

다.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 증

가가 이루어지는 등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

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아직도 일본 경제를 화려하게 부활시

키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확장과 금융완화로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출기업의 실전은 개선되지 않았고 무

역수지 적자는 여전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2020

년 말 급여 수준은 1997년 대비 9.7% 하락했습니다. 대한민

국은 같은 기간 58%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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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구하지 못한 

이유는 엔저가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엔저

라는 약만 처방하기 급급했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엔저를 유발하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

을 가져와 무역수지 적자를 만성화합니다. 만성화된 무

역수지 적자는 엔저 압력을 강화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동안 엔은 

점차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갔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

이 발생한 2020년 가치가 오르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모

습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2021년 급격한 가치 하락이 발

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엔 가치는 더욱더 빠르

게 추락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엔 약세 기조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기준금리를 인상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엔 가치 

추락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율이 달

러당 150엔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

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

마저 상승하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

본의 무역수지 개선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중국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

니다. 일본 경제를 부흥하는 데에는 실패한 아베노믹스

가 오히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베노믹스와 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아베노믹스의 역설아베노믹스의 역설
  P a r a d o x  o f  A b e n o m i c s

01

1. 엔가치의 추락  

2. 아베노믹스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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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중국아베노믹스와 중국

A b s t r a c t

   지난 시간에는 엔 가치 추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베노믹

스가 엔 가치를 희생하면서도 여전히 일본 경제를 저성장의 늪

에서 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하며 만성

화된 무역수지 적자는 결국 엔의 안전자산 지위를 세차게 흔들

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엔 약세 기조 유지로 엔 가치 추락은 당

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엔 약세는 무역수지 개선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

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한 축으로 아베노믹스가 중국의 성

장에 공헌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저성

장을 막지 못한 아베노믹스가 중국의 고성장에는 도움을 주었다

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베노믹스와 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박찬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편집. 노지우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10년 중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하며 일본은 40년 넘도록 지켜왔던 세계 2위 

경제 대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돌입

한 중국의 급부상은 일본 입장에서 큰 위협입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

화하고 쿼드(Quad)에 참여하는 등 공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보이는 중입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

본의 현 상황을 비추어볼 때 아베노믹스가 중국의 고성장에 일조했다는 주장은 겉

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지금처럼 강력한 경

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하는 데 아베노믹스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 가치 추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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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게 하기 위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이 막대한 엔을 민간은행들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은행들이 풍부한 자금을 갖추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증가해 경제

가 활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은 낮아진 자금 

조달 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으로 가계는 부동산을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기업은 공격적인 설

비 투자에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간은행들은 결국 넘치는 엔으로 달러 자

산을 사들이며 대외순자산을 늘렸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엔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엔 조달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졌습

니다. 수많은 글로벌 금융기업이 값싸게 조달한 엔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

산을 매입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투자 행위를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들이 매입한 자산에는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가 발행한 달러채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엔 가치가 추락한 덕분에 성장을 위한 자금을 손쉽게 

공급받았습니다. 일본이 경제 회복을 위해 발행한 엔이 도리어 자국을 위협하

는 중국의 최신식 미사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과도한 인플

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적인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다시금 엔 캐리 트레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한 번 좋은 기

회를 얻은 셈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잃어버린 30년

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숙적 중국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막대한 부를 쌓아 일본을 향해 더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지금의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통

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면 아베노믹스의 역설도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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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hina Stop Building Skyscrapers

글. LI, YIZ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편집.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The Skyscraper Index is a concept put 

fo r wa rd  by  A n d rew  L aw re n ce ,  w h i ch 

showed that business cycles and skyscraper 

construction correlate in such a way that 

investment in skyscrapers peaks when 

cyclical growth is exhausted and the economy 

is ready for recession. Therefore, many of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rose when the 

economic boom reached its peak and before 

the recession came. Economic fundamentals 

(GDP and population density) are key drivers 

of China’s skyscraper construction (Barr & 

Luo, 2021).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instituted economic reforms in 1978, China 

has undergon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cities throughout the country have 

e m b r a c e d  s ky s c r a p e r  c o n s t r u c t i o n s 

simultaneously. 

   Nowadays, China has become the home for most 

of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and for years, it has 

been the world's largest market for architects such 

as Zaha Hadid and Rem Koolhaas to build their 

ambitious projects.  However, starting from the end 

of 2021, the country’s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Rural Development and the 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had banned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over 500 metres in height and placed heavy 

restrictions on those planning to go over 250 metres. 

Cities with less than three million people will be 

restricted from building skyscrapers taller than 150 

metres. Besides quality concerns of skyscrapers,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can also explain why China 

prohibited its cities from constructing skyscrapers.

   Urbanization speed in China was rapid since its 

economic reforms, but in that process, buildings were 

built mainly by quantity and speed, not by the quality 

and high standards. Concerns about the quality of tall 

buildings expanded after the 291-meter skyscraper, the 

SEG Plaza, in Shenzhen shook uncontrollably in May 

2021. At present, the maximum lifting height of f ire 

ladders used in China can only reach 100 meters, which 

means that in the event of a fire in a high-rise building 

above 100 meters, it can only use its own fire protection 

system to save itself. Environmental concerns are also 

important to consider when building skyscr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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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China has half of the world’s top 10 tallest buildings.

Tall buildings are also not conducive to energy saving due to the 

high wind pressures and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that many 

skyscrapers create around them. In addition, because of the strong 

winds at high places, the windows of high-rise buildings are often 

closed. If a high-rise building only relies on air conditioning and 

fresh air systems for ventilation, it will consume a lot of energy. 

Recent studies also prove that building tall generally requires 

a different operational energy demand and additional material 

where GHG emissions also increase along with building height, 

independent of the amount of land needed (Kaspersen et al., 2016). 

   Also, since Chinese cities differ signif icantly between different 

regions, many cities still have a long history of development, 

and most of them still have a lot of low-rise historical buildings. 

Urban design and skyscrapers in most Chinese cities are lack 

Chinese characteristics, and few of them can successfully 

reflect the long history of Chinese city development. Therefore, 

local authorities, planners and architects are encouraged 

to decide the urban design for  themselves  where local 

traditions could be well  shown through the architecture. 

   Finally, the economic cases for building tall buildings are 

challenged. Building skyscrapers is costly and is relied heavily 

on China’s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market conditions, 

so private f irms and local governments also face substantial 

f inancial risks when building them. One of the famous cases 

in China is the Goldin Finance 117 in Tianjin. It is an unf inished 

596.5m tall skyscraper in Tianjin built by Goldin Group. After 

the global f inancial crisis in 2008, world economies are slowly 

recovered, building a skyscraper has put the Goldin Group in 

a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Goldin feared the cooling 

Chinese property markets, so the construction at Goldin Finance 

117 was halted in 2010. Even though the company restarted the 

project in 2011, it met China’s stock bubble burst in 2015, and 

the company’s share price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plummeted. The failure of constructing Goldin Finance 117 is always 

compared with the Ryugyong Hotel in Pyongyang, North Korea.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noticed the f inancial risks 

of building skyscrapers and ceased to build them in the 

post-pandemic era, where the economy is not expected to 

perform well .  China will  no longer focus on building high 

skyscrapers. Instead, w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observe 

more cities with modern buildings designe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l ine with Chinese culture in the future.

References:
Barr, J., & Luo, J.. (2021). Growing Skylines: The Economic Determinants of 
Skyscrapers in China.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63(2), 210–248. https://doi.org/10.1007/s11146-020-09764-7 

Kaspersen, B., Lohne, J., & Bohne, R. A.. (2016). Exploring the CO2-Impact 
for Building Height; A Study on Technical Building Installations. Energy 
Procedia, 96, 5–16. https://doi.org/10.1016/j.egypro.2016.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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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의 개막

<냉전> 시즌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p. 1

글.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편집.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대 재임 기간 이름

3대 대통령 2005. 1. 23 ~ 2010. 2. 25 빅토르 유셴코

4대 대통령 2010. 2. 5 ~ 2014. 2. 22 빅토르 야누코비치

6대 대통령 2019. 5. 20 ~ 현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최근 한달 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세계의 화두

에 올랐다. 일방적인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

나와의 전쟁이지만, 국제학 전문가 일각에서는 현재 전개

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과 러

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두 세력의 신-냉전으로 해석 

하기도 한다. <냉전> 시즌 2의 프롤로그인 미-중 간의 첨

예했던 기술 패권 경쟁을 통해 중국이 러시아의 편에 서는 

것이 예상됐던 구도였지만, 전세계가 단합하여 대러 경제

제재를 가한 이후 종전과 다른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 어느 쪽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을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 이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2022년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

게 되었는지, 특히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불리는 크림

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역사에 대해 파

헤쳐보자. 

a b s t r 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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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시에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크게 동쪽은 친-러 성향, 서

쪽은 반-러/친-서방 성향이 강해 민족간 

갈등이 심한 나라다. 친-러 분리주의 반

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

방(돈바스 지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그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며 자국민이라 

여기고 있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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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슨 일이…?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4대 대통령) 정부는 ‘EU와

의 자유무역지대 구성’ 등이 주요 의제였던 협력협정 체

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야당과 친-서방 우크라이

나인들에게는 유럽화, 서구화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에 편입될 수 있

는 위기로 간주되었다. 우크라이나 수입 상품에 대한 통

관 중단, 관세 혜택 축소 등 잇따른 러시아의 반발로 정

상회의 1주일 전 우크라이나 여당은 협정 추진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독립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임기 동안 친-러 정책을 펴온 

도네츠크(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주지사 출신 야누코비

치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시위대는 EU 가입을 

요구했고, 서구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

은 삶을 희망하며 4개월간 시위를 이어갔다. 이 시위는 

이후 ‘유로마이단(Euro-Maidan)’ 이라 불리게 되었다. 

출처: 키예프/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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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과거에도 간절했

다.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친-러)

와 빅토르 유센코(반-러)의 대결에서 야누코비치 지지자

들은 파란색 깃발을, 유센코 지지자들은 오렌지색 깃발을 

들고 각 후보를 응원했다. 1차 투표에서는 유센코가 선두

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2차 결선투표에서는 야누코비

치의 승리였다. 하지만 부정선거였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오렌지 깃발의 시민들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재선거를 통해 빅토르 유센코의 당선을 

확정짓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를 ‘오렌지 혁명’이라고 

한다.  

1. 즉각적 휴전

2. OSCE를 통한 휴전 모니터링과 검증 

3.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관한 권력 분권화 

4.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안전지대 구축 

5. 포로 석방

6.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기소와 처벌을 막는 법안 제정 

7. 국가 차원의 포괄적 대화 지속

8. 돈바스 지역 인권 개선 위한 조치 실행 

9.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의 조기 지방선거 실시 

10. 우크라이나 내 무기 및 병력 철수 

11. 돈바스 지역의 경제 회복 및 복구 프로그램 실행

12. 협정에 참가한 개인의 보안 지원

민스크협정

2014년 무슨 일이…?

2014년 2월 

   2월 18일, 시위가 계속되자, 의회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 그 과

정에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대규모의 경찰을 투입시켜 시민들에게 총

을 발포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2월 21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를 떠나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도네츠크로 도피 후 크름반도를 거

쳐 러시아로 망명했다. 

   2월 22일, 의회는 긴급 표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4대 대통령 빅토

르 야누코비치를 탄핵했다.

 

2014년 3월 

   야누코비치의 탄핵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야당(친-서방)의 알렉산드

로 투르치노프 의원이 주도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당시, 크림

반도에는 친서방 야권의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무장세력이 조직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군의 진입 설이 돌면서 우크라이나 내 자

치공화국으로 운영되고 있던 크름반도의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시행했

다. 96.6%의 시민들이 러시아 합병에 찬성하였고 푸틴대통령이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서 그들은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소련 해체 후 

23년만에 러시아의 영토로 소속된 것이다. 이후 독립 물결의 확산으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루간스크 또한 각각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러시아계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무력 충돌로 기나긴 내전이 시작되었

다.

2014년 9월

   2014년 9월 5일, 내전이 길어지면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민스크 1차 협정’ 

체결을 중재하게 된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 2주도 안되어 충돌이 재

발발하면서, 민스크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 ‘정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정의 12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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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슨 일이…?

   2015년 2월 12일,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충돌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대통령이 4자 정상회담에서 몇가지 조항들을 수정, 추가하여 총 

13항으로 구성된 ‘민스크 2차 협정’이 체결됐다. 돈바스 지역에서 양측

의 중화기 철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1차 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체

결 후에도 교전이 지속되면서 완벽한 이행에는 실패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 보장 내용을 담은 3번, 4번, 11번 조

항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는 지역 내 친러 반군의 무장해제를 주장했

다. 한 협정 내에서도 우선순위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 완전한 휴전에 

이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1. 즉각적 휴전 1차 협정과 동일

2. OSCE를 통한 휴전 및 무기 철수 감시 1차 협정과 동일

3. 도네츠크, 루한스크의 특별 지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의 헌법 개정 추가 조항

4.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특별 지위 승인 추가 조항

5.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통제확립 1차 협정 4번 조항 수정

6. 양측의 중화기 철수 30km 안전지대 설정 1차 협정과 동일

7. 양측 포로 및 억류자 교환 1차 협정과 동일

8. 돈바스 지역 분쟁 참가들에 대한 사면 실시 1차 협정과 동일

9. OSCE 대표를 포함한 민스크 협정 2를 이행할 실무그룹 구성 추가 조항

10.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1차 협정과 동일

11.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의 지방선거 실시 1차 협정과 동일

12. 돈바스 지역에서의 모든 외국군 및 무기 철수 1차 협정과 동일

13. 분쟁지역의 사회·경제적 링크 복원 1차 협정과 동일

2022년 무슨 일이…?

   2022년 2월 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

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러 정책으로부터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인들을 보호하겠다는 ‘평화 유지’ 명분 하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당시에도 지역 내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무장병력을 보냈던 사건이 데자뷰처럼 겹쳐친다.  

* 이 글은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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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탐대실(大貪大失), 침공의 대가

<냉전> 시즌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p. 2

글.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편집.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큰 것을 탐할 수록 더욱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러

시아가 시작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배후의 미국, EU, NATO와의 대결인 데

다 영토 면적이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2순위인 것 또한 고려하면 우크라이

나는 절대 작지 않다.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닌 대탐대실(大貪大失)인 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세계가 단합

해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지원을 확

대하고있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면서 러시아는 국

제사회에서 더욱 더 고립되고 있는데 반(反)-러시아 국가들이 어떠한 제재를 가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a b s t r a c t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경제 지원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위해 약 4200억원 규

모의 방위비를 시작으로 1000억 단위의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하면서, 약 1조원이 넘는 경제적인 지원을 이어오

고 있다. CRS리포트에 따르면1 , 지원자금은 우크라이나

의 필수적 국경 보안 그리고 국내 민법 집행 기능을 유지하

는 데 쓰일 것이며, 주요 기반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능력 강화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경찰, 국경경비대를 위한 보호 장비, 의료 용품, 

장갑차 등등 다양한 보급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스위

치블레이드’로 불리는 드론 100대가 지원품 리스트에 포

함되었는데, 이는 목표로 삼은 사람 혹은 장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우크라이나 부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의 탱크, 항

공기 1%만이라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의 전투기 지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실질적 전

쟁 개입으로 해석되어 확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직접

적인 전투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국은 더욱 더 전투기 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을 본사로 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여론을 인식

해 러시아 보이콧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애플은 러시아 내 

애플 페이(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제한했고 비자, 마스

터카드는 러시아 은행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한 서비

스 제공을 중지했다. 나이키,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 스

타벅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러시아 내 영업 중단을 잇따라 

발표했다. 

1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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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여기서 잠깐!
미국이 확전의 리스크를 고려해 전투기 지원과 함께 탱크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 장갑차는 지원하고 있을까? 탱크와 장갑차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탱크

장갑차

탱크는 보통 ‘전차’라고도 불리는데, 

영국에서 개발하고 제 1차세계 대전 

때 처음 등장한 대포가 장착된 ‘전투’ 

차량으로 적의 일선을 뚫는 역할을 

한다. 실제 ‘공격’이 가능한 운송수단

이자 무기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경우 미국의 실질적인 참전으로 여

겨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장갑차는 아군 보병들을 보호

해주는 운송수단이다. 전차(탱크)를 따

라다니며 아군 보병들을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방어/수비’의 성격이 짙은 장갑

차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확

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Canada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국제통

화기금(IMF)을 통한 최고 5억달러의 자금 지원 약속을 

했다. 또한 수감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만

든 명단을 바탕으로 전·현직 정부 관계자, 신흥재벌(올

리가르히), 러시아 지도부 지지자 등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급품 지원으로는 2500

만달러(약 301억원) 상당의 군용 헬멧, 방탄복, 가스 

마스크, 야시경 등을 원조하고 있다. 

Australia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NATO의 비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약속했다. “우리는 피신이 아

닌 탄약이 필요하다”고 말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

령의 요구에 7000달러(약 843억원) 상당의 미사일과 

탄약 등 무기를 지원했다. 

England

   영국은 러시아 은행의 자금 5,000억 파운드(약 807

조 원)와 올리가르히의 영국 내 1,500억 파운드(약 

242조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또한 푸틴의 최

측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한 영국 프로축구 명

문 구단 첼시 FC의 입장권, 상품 판매 등 수익 창출 활

동들을 제한하였고 후원업체들이 구단의 후원을 중단

했다. 



84 85

Germany

   독일은 1000기 가량의 대전차 무기와 500기의 스팅어 미사일을 지원했다. 또한 

러시아-발트해-독일을 잇는 1230km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였다.

Czech Republic

   체코는 850만달러(약 102억원)어치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다. 

Netherlands

   네덜란드는 스팅어미사일 200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Sweden

   스웨덴은 러시아 내 이케아(IKEA)의 영업을 중지했다. 

Italy

   이탈리아는 1억1000만유로(약 1474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즉시 지급했다. 

Switzerland

   스위스는 푸틴 대통령,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금융 

제재를 즉각 발효했다. 약 7조 5천억원의을 러시아 자산 동결했으며 제재 대상에 오

른 러시아인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3천만원) 초과 금액은 예치 불가하도록 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측

근 러시아 신흥재벌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게 충분한 구호물자를 지원했다.  

South Korea

   한국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10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인도적 자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러시아 은행 7곳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 이행 등 금융제재를 가했다. 수출 통제 면에

서는 전략물자의 수출 차단 조치를 내렸다. 

China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2013년 38번의 만남을 했다는 사실은 두 국가가 동

맹국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제공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라고 경고하며 전쟁 지속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했지만 이에 대해 시

진핑 주석은 '평화를 위해 양국(미-중)이 노력해야 한다'며 에둘러 대답했고,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또렷한 결의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NATO가 러

시아와 대화할 것을 촉구하며 무고한 러시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차별적 경제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주장했다.

Japan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대-러 제재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

리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약 1천 200억원)를 지원하고, 1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

기로 약속했다. 지금까지도 현금 지원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보건, 의료, 식품 분

야에 1억 달러(약 1천 200억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3대 

은행은 러시아 최대 금융기관인 스베르방크와의 달러 거래와 송금을 중단했다. 한 단

계 나아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러시아의 노력도 막겠다는 의지

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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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아보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민간 차원의 지원의 일부로서 국제 의용군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2만명을 넘어섰다. 의용군이란 국가나 사회의 위급

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조직된 군대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군인이자 최근까지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

하던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에 맞서겠다는 열의로 전쟁에 뛰어드는 개

인 자격의 민간인들은 칭찬받아 마땅 하지만 의용군 합류 문제는 법적으로 

각국마다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특

히나 미국 내 테러와 관련이 없으면 의용군으로 참전해도 무방하다. 의용

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국가중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는 의용군 지

원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지만 영국은 전쟁 초기에는 의용군 지원을 지지했

지만, 최근 여행권고문에서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금지하며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할 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호주 총리는 의용

군으로서 참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 여행 경

보 4단계 발령을 내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이는 명백한 여

권법 위반이며 처벌 가능하다고 표명했다. 이근 대위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는 이유다. 반면 캐나다는 개인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의 대(對)-러 제재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  제  의  용  군

* 이 글은 조선 비즈의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승자 없는 전쟁, 그 끝은 어디에?

<냉전> 시즌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편집. 임지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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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회담 날짜 회담 장소 회담 형태

1차 2022년 2월 28일 벨라루스 
고멜 

대면 회담

2차 2022년 3월 3일 벨라루스 
벨라베슈 숲

대면 회담

3차 2022년 3월 7일 벨라루스 
벨라베슈 숲

대면 회담

4차 2022년 3월 14일 화상 회의

5차 2022년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

대면 회담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이 두달째 이어

지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유지됐던 유럽

의 평화를 깨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나토 동진 확장,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

원이 될 경우 미사일 시스템과 핵 자산이 배치되어 러

시아의 국경을 크게 위협하는, 그리고 구소련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푸틴의 무자비하고 무모한 결정으로 인한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면서 전세계

가 단합하여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

나를 후방 지원하고있다. 

   승자 없이 피해만 막대해져 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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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결렬’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양국 대표단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에 합의했고,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철회에 대한 이견은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전을 보장된다는 조건 하

에 중립국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문제와 2022년 2월 도네츠크 인민공화

국(DPR), 루칸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 문제 등에서

는 아직 명백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힘겨루기식의 

진전될 듯 진전되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간의 

평화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계속 결렬되고 있는 상황

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압박 전술 고집을 

문제 삼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 변경을 협

상 진척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민간인 

집단학살과 돈바스 지역에서의 높아진 공격 수위 

그리고 푸틴의 ‘돈바스 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고려했을 때 

평화협상은 근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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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유가, 곡물, 원자재 값의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유가 급등과 곡물, 원자재 값 상승이

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는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을 만큼 곡물 생산량

의 비중이 큰 나라이다.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지속되면

서 생산량이 급감했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제

재로 수출이 금지 되면서 전세계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빈곤국 식량부족 사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경

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축소로 원자재와 부품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기

업과 소비자 모두 원치 않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최근 서울의 도로 풍경을 보면 차의 통행량이 급

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곡물 값의 폭등

과 함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

이다. 서울 곳곳의 주유소를 보면 휘발유 2000원 시대

가 도래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

한 인플레이션과 저조한 경제 성장률의 합작으로 스태

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N o r t h  Kor e a

북한 ‘더욱 공고해진 핵 보유 의지’ 

   북한은 2월 26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러시아의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

국이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통해 우크

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선언했고,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 받을 것을 약속 받았다. 부다

페스트 양해 각서란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러시아,영국이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

와 체결한 핵폐기 각서이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

나 안보 보장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2014년 크름반도 

사태, 그리고 2022년 러시아와의 전쟁 두번의 러시아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하면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절대 사수해야 할 가장 

크고 강한 국가 방어막으로 인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더더욱 공고해 질 것이고, 이

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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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보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시진핑의 3연임을 순조롭게 확정 짓기 위해 

20차 당대회 전 가을로 계획했었다. 미국에 이어 2번

째로 국방비가 높은 중국은 ‘군 근대화’ 목표를 국가 전

략 핵심 중 하나로 강조하며 신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확보하며 야간 훈련을 실시해 전투 능력 강

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원인 

중 하나로 ‘대만 침공’은 명백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

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국가로부

터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예상 외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중국 또한 대만을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판단을 재고하게 됐을 것이

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이다. 국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중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근 시

일 내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을 저작한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류의 큰 위협이며 위기

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전쟁의 결과가 전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폭정과 압제

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 곳곳에서 다수가 전쟁으로 인한 간접적

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세계 안보 양극화는 가속 되고 있다. 냉전 시즌 2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승자 없는 전쟁의 결말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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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s Bank of China reports that the 

combined domestic debt of corporations, 

households and the public sector increased 

last year to a level equivalent to 280 % of GDP 

(285 trillion yuan), up from 255 % of GDP in 

2019. The ratio will increase to about 295 % 

of GDP if China’s foreign debt is included. 

At the same time, China’s household debt 

has surged to 128% of household income 

and accounts for 56% of Chinese GDP. 

Figure 1  shows an increasing trend in 

China’s household debt compared to the US 

household debt in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9. The increase in Chinese household 

debt represents a growing trend in the 

financial sector expansion. The recent massive 

rise of household debt in China start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ith a debt rise of 

nearly 5.7 trillion US dollars (Canakci, 2021). 

China’s debt-to-GDP ratio, nevertheless, is 

distinctly higher than in other emerging 

economies and on par with the US and euro 

area, which have more developed f inancial 

markets.

China’s Rising 
Household Debt

@unsplash/Towfiqu barbhu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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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crease in household borrowing also brings concerns to 

f inancial stability in those countries, including China. Wright & 

Feng (2020) argues fou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rapid growth 

of China’s household debt rise. First, Chinese leaders, directly and 

indirectly, encouraging household borrowing due to the slowing 

economic growth in 2014 and 2015. Second, the still-buoyant 

property market facilitated and then required a rapid expansion 

in household borrowing. Third, the deleveraging campaign in late 

2016 redirected banks’ incentives to lend to households rather than 

corporates. Fourth, online payment platforms and new f inancial 

technologies created new mechanisms for households to engage 

with the f inancial system and borrow from banks and non-bank 

intermediaries.

Figure 1 Household debt levels

   Besides the reasons above, debt ratios in many countries 

increa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related measures.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negatively 

affected the economy in most parts of the world. Governments 

have borrowed heavily and introduced fiscal stimulus packag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and provide relief to vulnerable groups. 

Meanwhile, private businesses and households may have to borrow 

more to overcome the f inancial fallout f rom the pandemic. In 

addition, as the economy slumps, they also face the challenge of 

paying off existing debt. Lockdown measures in China decrease 

household income and worsen the unemployment prospects. 

Figure 2 Household and corporate lending growth 



98 99

   In the era of low-interest rates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ivate debt is building up in some countries. Therefore, 

regulators and policymakers should not ignore prudential 

f inancial regulation while focusing on responding to the 

pandemic crisis. The introduction of structural policies can help 

alleviate this problem by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by 

strengthening shareholder rights. These measures help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ivate debt and reduce risks to future 

f inancial stability. Low-income households and vulnerable 

businesses (those that are heavily indebted, unprofitable and 

struggling to pay interest) are often more vulnerable to high 

levels of debt (Albrizio et al., 2022). 

   As a result, they are likely to cut consumption and investment 

spending even more sharply in the future. As a result, countries 

with significant increases in debt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vulnerable businesses during the pandemic will be most 

adversely affected by future economic growth. Therefore, 

lowering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eholds and supporting 

SMEs that are vulnerable during the pandemic should be the 

primary focus to reduce the risk of financial stability.

References:
Albrizio, S., Das, S., Koch, C., Natal, J.-M., & Wingender, P. (2022, April 18). 
私人债务将拖累全球经济复苏. IMF. Retrieved May 28, 2022, from https://www.
imf.org/zh/News/Articles/2022/04/18/blog04182022-weo-ch2-sm22 

Canakci, M. (2021).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Household Debt 
in Chin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8(4), 
653–663. https://doi.org/10.13106/JAFEB.2021.VOL8.NO4.0653 

Wright, L., & Feng, A. (2020, May 11). Covid-19 and China's household 
debt dilemma. Rhodium Group. Retrieved May 28, 2022, from https://
rhg.com/research/china-household-debt/ @unsplash/ Ralf Leine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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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the economic growth target for 

2022 at around 5.5%, which was far below the actual growth level of 

last year. Although the growth goal of about 5.5% for this year is the 

lowest in more than three decades, it’s still in the upper range of 

most economists’ consensus forecasts and far higher than the IMF’s 

projection of a 4.8% expansion. This year, the Chinese economy 

is under more pressure due to the slump of China’s property 

markets, a crackdown on debt, stricter pollution measures, a drop in 

consumption from the strict COVID-19 policies, and the decreased 

global demand caused by the outbreaks of coronavirus. 

   Geopolitical tensions caused by Russia’s invasion of Ukraine may 

also affect China’s GDP growth because of its impact on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stoked commodity prices. For example, China 

imports massive amounts of energy, food and raw materials, but 

the price of these imports is soaring after Russia invaded Ukraine. 

With higher import prices, commodity prices are under upward 

pressure as well, which results in the expansion of consumption 

taking more prolonged, and the required policies may be more 

complex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China’s foreign trade is also 

faced with the uncertainty of the pandemic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fore, achieving a growth rate of 5.5% still requires the 

government to have more proactive policy support and take more 

modest easing steps.

References:
中国人民银行(PBOC).金融风险日趋收敛稳定基础更加牢靠.[2022-03-03]. http://

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4499929/index.html 

   Instead of lowering interest rates aggressively, analysts expect 

the People’s Bank of China (PBOC) to cut the one-year loan prime 

rate (LPR) by five basis points (bps) in the first quarter, from 3.85 

percent to 3.8 percent, followed by another 5-bps cut in the second 

quarter. This can be viewed as a sign that China is implying policy 

easing to counter the economic loss.  Last year, even though China 

experienced a consecutive fall in house prices for several months 

and the defaulting of Evergrande, China’s banking f inancial 

institutions were generally stable. According to the report of PBOC 

(2022), the total assets of China's banking industry account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assets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reflects 

strong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BOC’s quarterly rating 

of banking f 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ourth quarter of 2021, 

among the 4,398 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4,082 institutions 

were rated within the safe boundary, and their assets accounted for 

98.96% of the total assets of the entire banking industry. The assets 

of 316 high-risk institutions accounted for only 1.04%. However, 

China’s f inancial stability is still facing pressures f rom curbing 

property and debt risks, and the ability to meet its growth target 

largely depends on whether policy step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are effective. It is also believed by many economists that 

investment, especially infrastructure investment, will be the most 

important and reliable driver to stabilize growth in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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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3일 중국은 희토류 국유기업 3사,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하여 중국

희토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희토류에 대한 통제권을 강

화하여 무기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일본과 센카

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의 대일 수출 금지 조치

를 통해 일본을 압박했던 선례가 증명하듯, 중국은 희토류를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중국을 빼놓고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

간으로 20세기 중국의 희토류 산업 발전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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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는 스칸듐, 이트륨, 그리고 란탄계열 원소 15개로 구성된 총 17개의 원소

를 총칭합니다. 자연계에 매우 희귀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

여졌지만, 실제로는 매장량이 풍부한 원소들도 존재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

고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뛰어나 첨단산업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면서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전기차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 

F-35,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 첨단 군사 무기 제조에도 필수적입니다.

   광범위한 활용성이 무색하게도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의 생산량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저조합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이 주요 생산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의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희토류를 대규모 생산하며 1965

년부터 약 20년 동안 세계 희토류 생산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막대한 공해 물질로 인해 강력한 환경 규제가 가해지면서 미국은 생산을 줄이고 희

토류 수요를 점차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에 집중하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희

토류 산업 개발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희토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자들이 

전자산업에서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27년 네이멍구에서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되었으나, 당시

에는 희토류의 가치가 주목받기 이전이며 동시에 국공내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생산을 주름잡던 1957년 희토

류를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고, 1958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희토류 산업을 포함

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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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희토류는 제련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기에 기술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좀처럼 세계 무대에서 두

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냉전이 한창이었기에 미국, 프랑스 등 희토류 제

련기술을 갖춘 선진국들과 기술 협력이 쉽지 않았고, 1972년 서방이 주요 과학 장비

의 대중 수출을 중단하면서 기술 개발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기의 1972년 중국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양자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베

이징대 화학과 쉬광셴 교수에게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는 원자

폭탄 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공헌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의 프로젝트 이론을 응용하여 독자적인 연구 끝에 1984년 프라세오디뮴과 네오디뮴

의 분리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오디뮴은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중 가장 강

력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기에 수요가 가장 많은 희토류입니다.

   1980년대 미국 희토류 산업의 쇠퇴와 쉬광셴 교수의 희토류 추출 기술이 맞물리며 

중국은 세계적인 희토류 생산국으로 급부상합니다. 1986년 광산자원법을 제정하여 

희토류 생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했고, 1987년 희토류 국가연구소를 설립하며 연구 

개발에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덩샤오핑은 희토류를 중국의 핵심 전략자원으로 인식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며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많은 첨단기업이 노동력과 희토류의 저렴한 공급을 찾아 중국으로 공장

을 이전하면서 소재 부품화 기술 역시 발전합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

율은 90%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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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 중국이 20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희토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희토류 산업의 미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한 국가 지도부가 중장기적

인 산업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산업 장악 핵심 요인으로 역대 지도자들이 희토류 산업의 경제

적 중요성과 전략적 활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꼽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국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한 점도 주목

할만한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세기 중국의 희토류 산업 전략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가 중국전문가포럼(CSF)에 2021년 기고한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 희소금속 강대국으로 등장했는가?'를 참고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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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20세기 중국의 희토류 산업 발전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국

은 비록 후발주자였지만, 국가 지도부가 일찍이 희토류 산업의 미래 가치를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세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희토류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20세기의 중국이 독자적인 제련기술을 통해 희토류 특유의 성질을 극대화하는 소

재를 개발하여 수출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면, 21세기의 중국은 더욱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세기 중국

의 희토류 산업 전략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 A S T  W E E K   20세기 희토류 산업의 선두주자였던 국가들은 중국의 대량 공급과 환경 규제 등으

로 인해 1990년대 후반이 되면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2002년 미국

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채광을 중단한 사건은 희토류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완전

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중국은 희토

류 생산과 소재 부문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희토류 산업을 장악한 것은 중국이

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었습

니다.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희토류를 공급받은 미국의 기업들은 고가의 첨단제품

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첨단산업에서의 역량 부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수출 중심의 희토류 산업은 희토류를 헐값으로 선진국에 넘

기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산업 전략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희토류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2002년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외국자본 도입을 금지합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희

토류 관련 기업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희토류의 분리 및 제

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영구자석 등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

들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외국자본의 도입이 전략적으

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개입에 따른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는 가공무역이 금

지되고, 2006년부터는 수출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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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이르면 중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보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2009년 8월 보고서 초안에 희토류 수출이 향후 5년 이내 금지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

입니다. 이듬해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분

쟁에서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를 통해 일본을 굴복시켰습니다. 첸잔산업연구원에 따

르면 중국의 2010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8%에 달했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생산 과정에서의 공해 물질 배출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 물량

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희토류 자원세가 최소 10배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특히 희토류 중 수요

가 가장 많은 네오디뮴의 가격은 2009년 대비 열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오디뮴은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중 가장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기에 가격

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2011년은 희토류와 희소금속 비축제도가 공식화되어 

수출이 제한된 물량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미

국과 OPEC 등의 석유 비축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희토류 비축이 갖는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은 유사시 석유 비축 물량을 방출해 국제유가를 조절하

며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산업 전략이 20세기 대규모 생산과 수출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중심에서 21세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통제와 비축 중심으로 전환

되면서 희토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국 첨단산업이 중국에 의해 위기

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

으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현주소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가 중국전문가포럼(CSF)에 2021년 기고한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 희소금속 강대국으로 등장했는가?'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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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현주소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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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21세기 중국의 희토류 산업 전략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

세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중국이 21세기 희토류 산업 전략을 가격 통제와 

비축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희토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 당시 일본을 무릎 꿇

린 중국의 무기는 핵무기가 아닌 희토류였습니다. 첨단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선진국

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

난 것입니다. 첸잔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희토류 시장의 98%를 장악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보호하

기 위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현주소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미국 하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공개된 광물 보고

서는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2010년 1월에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희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국 의존도는 91%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독립을 달성

하지 못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같은 해 발생한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를 통해 더욱 고조되었

습니다.

   미국은 2002년 채광을 중단했던 마운틴 패스 광산을 2012년 재개장하며 희토류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2013년에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광물자원의 국내 채굴사업

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내무부는 2018년 국가안보에 중

요한 35개 광물에 희토류를 포함해서 발표하며 희토류의 수입대체를 위한 노력을 이

어나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희토류 굴기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하며 희토류를 포함하는 4대 핵

심 품목의 공급망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3월에는 이들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자립

이 중대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

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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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반중국 연대도 심상치 않습니다. 2019년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나스는 미

국 텍사스주 중희토류 분리정제시설이 가동되면 미국 국방성에 중희토류를 최우선으

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미국 국방성은 텍사스주에 경희토류 분리정제시설 건설을 추진하려는 

라이나스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희토류는 성질에 따라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구분되는데, 중희토류는 첨단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나 매장량이 적고 중국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라이나스는 자금 지원을 받은 두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세계 희토류 수요의 

25%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022년 9월 워싱턴

에서 쿼드 회원국 4개국이 희토류 공급망 개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2월 23일 중국희토그룹의 출범은 중국의 희토류 굴기

를 향한 세계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1년 희토류 

가격이 급등한 이후 난립한 희토류 기업들을 통폐합하는 일환으로 2016년 경희토류

가 집중 매장되어 있는 북부 지역에는 북방희토그룹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지

역은 지방정부의 반발로 통합이 무산되었는데, 이번에 남부 주요 3개 기업이 중국희

토그룹으로 통합되면서 중희토류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그룹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산업 장

악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60%입니다. 미국, 호주 등이 증산에 불을 붙이면서 중국은 떨어진 시장 점

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 상반기 희토류 생산량을 전년 대비 20% 늘린 10만 

800t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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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희토류 산업 지배 체제가 얼마 안 가 종언할 것으로 전망합니

다. 우월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지배 구조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희

토류 무기화 야욕을 너무 일찍 세계에 드러낸 것이 선진국들의 연대를 불러와 패착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고 풍부한 희토류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냉

전의 최전선에 있는 희토류 전쟁, 누가 최후에 웃게 될지 같이 지켜봅시다.

 본 글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가 중국전문가포럼(CSF)에 2021년 기고한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 희소금속 강대국으로 등장했는가?'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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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이2022년 경제성

장률을 6.5%로 전망하고, 최근 VN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는 등 베트남 경제가 여전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차

이나반도의 패권을 두고 베트남과 경쟁하는 태국이 저성장의 늪

에 빠진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이제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를 논함에 있어 베트남을 빼놓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은 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한 곳입니다. UNCTAD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전 세계 

19위, 아시아 8위의 FDI 유입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차

이나의 선봉 베트남을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Abstact

포스트 차이나의 선봉 베트남
   1978년 개혁개방 선언과 이듬해 미국과의 수교,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

유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현재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국력을 자

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고, 글로벌 기업들

은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중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

깝고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를 충족하는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 포스트 차이나의 후보에 올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국가로 베트남이 지목되었습

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근접하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일 만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더불어 중국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해 글로

벌 기업들의 생산라인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제성장

률은 2018년 7.08%, 2019년 7.02%에 달했고, 코

로나19 범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했던 2020

년 2.91%를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6.02%라는 처참한 실적으로 2021년 2.58%의 저

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2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베트남 경

제의 장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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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이토록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공급망

을 다변화하고자 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였기 때

문입니다.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높아진 리스크로 인해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로 관세 폭탄 우려가 제기되면

서 폭스콘에 생산라인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고, 2020년 폭스콘은 

아이패드와 맥북 조립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

국의 대립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라인 

베트남 이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미래가 모든 면에서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경제를 

위협하는 많은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저임금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영원

히 고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중진국 함정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태

국이 저성장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도 저임금을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랐

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지금의 성장 방식이 언젠가는 한계에 봉

착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PTPP, 

RCEP 등으로 통상 저변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첨단산업으로

의 재편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

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핵심 요소로 기

술을 지목하며 기술 구매 및 이전에 치우쳐진 현재

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창조 및 개발 단계로 성

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DP에서 디지

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 20%, 2030년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혁신 디지털 기업을 10만 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라인

을 이전하는 탈중국처럼, 베트남에서 인도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탈베트

남이 올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또 하나의 사례가 될지, 아니면 

중진국 함정을 슬기롭게 극복한 훌륭한 사례가 될

지 주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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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9년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3.6%

를  사 용 하 는  사 용 하 는  최 대  에 너 지  소 비 국 입 니

다. 2021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코트라에 따르

면, 348억2259만톤 중, 111억 2152만톤으로 세

계 배출량의 31.9%로 최다 배출국가입니다. 이

는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인 동시에, 탈탄소 합의

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것을 의미합니다. 

# Intro
   중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

니다. KIET(산업연구원) 21년 11월 89호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56.7%를 구성하는 석탄과 19.1%

를 차지하는 석유, 그리고 8.5%의 천연가스 그리고 나

머지 비화석에너지 15.7%로 나누어집니다. 비화석에

너지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은 40.8억 톤(표준석탄, 중국 에너지 단

위)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하였으나, 49.4억 톤을 소비

하며, 17.4%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의 소비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석

유의 단위는 1배럴(bbl)로 158.987L의 원유를 의미

합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 석유 사용량을 보인 2019

년 9984만b/d (barrel per day)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2022년 올해 1억 52 만b/d (EIA추정) 사용 예정

입니다. 중국은 9984만 b/d 중 13.5%인 1352.5만 

b/d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최대 소비국이지

만, 에너지 자립을 통해, 과거와 같은 에너지 세력 과시

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맥켄지 따르면, 현재 원

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을 2030년 경 추월하여 원유 최

대 소비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

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

재 중국은 일평균 180만 b/d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배 이상의 수입을 통해, 최대 석유 소비국인 

동시에,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구성과 
석유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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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석유화학산업이 태

동되었습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 주도 성장을 이루었

고, 2000년대부터 JV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

과 2010년을 기점으로 전세계 MS의 1/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괄목한 성장에 기여한 NOC(National Oil Company) 3곳

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3 NOC를 통칭 3개의 기름통 三桶油라

고 불립니다. 위 3 기업은 petro-china라 불리는 CNPC, 그 다

음으로 SINOPEC, 마지막으로 CNOOC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NPC는 E&P(석유 개발) 및 채굴을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SINOPEC은 원유를 가공하거나,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

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OOC은 해양 석유 발굴 

및 시추와 셰일가스 및 메탄가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20년 SINOCHEM은 CHEMCHINA라는 기업과 합병하여 주요 

국영 석유화학 회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영기업들

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민영기업들의 생산량이 비교적

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원유 생산분을 수출하는 것에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고, 2020년까지 사실상 국영기업들에게만 

할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싼

퉁여우 뿐 아니라, 민영기업들에게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三桶油 싼퉁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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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NRDC)는 중국의 저탄소 에너지 정책

을 위해서 2025년까지 석탄을 5% 낮추고, 천연가스 2.5%, 비화석

에너지 3%를 올릴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의 경우 

0.2% 감축을 전망하였습니다. 천연가스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사건 당시, 저렴한 조건으로 연 380억 m^3을 30년간 4천억 

달러(475.2조)에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4일 베이징 올

림을 계기로 100억 m^3을 30년간 1175억(140.5조억) 규모의 계

약을 맺어 연간 480m^3씩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15년간 150

기의 원전을 증설할 계획으로 비화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

을 세웠습니다. 이는 147GW(기가와트)의 원전 설비용량을 계획하

는데, 이는 10곳 이상의 베이징 규모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

는 설비용량입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증가분에 감안하여, 최대 탄소 

배출국인 점을 고려한다면, 탈탄소 정책의 드라이브가 더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전체 경제 상황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저탄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석탄

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동시에, G2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수치를 통해 전 세계에 이행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햐 한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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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rch 25th, 2022, China officially set up its 

f irst national pension company in Beijing.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slowly working to 

link the provincial pension plans into a national 

one. Setting the national balancing system is 

to transfer money f rom more affluent places 

to poorer areas struggling to pay for aged 

population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resolve 

the structural problem with the pension fund 

and provide more guarantees for payouts in 

regions with diff icultie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balancing company, on the other hand, 

also tells a severe problem that China may face a 

looming pension crisis caused by demographic 

shifts in the short future. The change in China’s 

demographic structure is  caused by the 

accelerated aging of the population with a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the 

combined effect of a rapidly declining fertility 

rate and prolonged life span.

Population Aging Problem 
in China

   In 2019, nearly half of the people 

globally live in a country or area where 

fertility is below 2.1 live births per woman 

(UNPD, 2019). China,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has a population of 

1.44 billion and is also expected to have 

the world’s largest aged population with 

a heavier old-age dependency ratio.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is forecast to triple from 9.6% 

in 2015 to 27.6% in 2050 (Figure 1), and 

the old-age dependency ratio to increase 

from 0.13 to 0.47 (Feng et al., 2019). The 

cause of low fertility can be traced back 

to implementing the so-called “one-

child policy” (OCP) in the late 1970s. The 

aggressive family planning policy makes 

the fertility rate drop from 6.0 to 2.3 in just 

one decade (Figure 2), from 1970 to 1980 

(Feng et al., 2014). The OCP does bring 

not only changes in family structure but 

also challenges and risks. With a shrink in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policymakers started 

to be concerned about the shortage of 

working-age population, the affordability 

of pensions, the accessibility of the 

healthcare resources for the elderly,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family support 

system (Feng et al., 2019). Therefore, the 

Chinese government off icially replaced 

the OCP with the “two-child policy” in 

2015 and later changed to a “three-child 

policy” in 2021.

Figure 1.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 China

Figure 2. Total Fertility Rate (TFR) Change in China



138 139

   However, the three-child policy did not work as 

perfectly as expected in increasing the birth rat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birth rate dropped 

to a record low in 2021, with a rate of 11.159 births 

per 1000 people. High housing and education 

costs are blamed for being the main reasons that 

trap Chinese families to bear more babies. The 

reduction of the birth rate makes the working 

population decrease as well. With a smaller pool 

of workers, labour shortages are set to become 

a more chronic issue in job markets. The effect 

goes beyond the increasing diff iculties to f ind a 

worker; it will be a constraint in a more significant 

part of the business cycle (Colijn & Brzeski, 2020). 

Although the Chinese economy has not yet 

suffered from the shrinking working population, 

some advanced economies have estimated 

several impacts of ageing on economies: lower 

economic growth, lower interest rates, higher 

house prices, higher aggregate savings ratio, and 

higher net foreign assets (Colijn & Brzeski, 2020). 

For example, the working paper of Banque de 

France (2019) has estimated that demographic 

change

results in three-quarters of the 210 basis 

points fall in global real interest rates 

since 1980 and larger proportions of 

the rises in house prices and debt. Th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China 

is still unknown but its adverse effects, 

such as a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increased health care costs, 

and economic development stagnation, 

have appeared in some advanced 

economies where the population ageing 

problem has already been observed. 

Therefore, China can still learn some 

exper ien ce  f rom th ose  a dvan ced 

economies.  Besides establishing a 

national pension company, other policies 

such as postponing the retirement 

age may also be considered to alleviate 

the negative impact of the shrinking 

working population.
China'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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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화당국의 역행하는 방향
China's Monetary Authority China's Monetary Authority 
is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is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01

글. 김선빈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편집. 노지우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2021년 17.8%로 

매우 높은 비율이다. 또한 IMF의 추산에 따르면, 현

재 중국은 2020년 세계 GDP 기여도가 18.3%로 가

장 큰 기여를 한 국가이다. 또한 2026년까지 GDP 

성장률의 20%가 중국에 기인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

다. 중국 경제에 가장 핵심 중 하나인 인민은행 정책

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읽을 수 있다.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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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

니는 반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산하 단체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인민은행장은 이강 은행장이며, 6명의 부행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6명의 부행장 중, 궈수칭(郭樹淸) 부행장은 은행보험감

독관리위원회 주석인 동시에, 인민은행 당조(黨組ㆍ기관이나 

기업 내 공산당 조직)서기를 맡고 있다. 통상 당서기는 공산당 

서열상 기관장보다 높으며, 2018년 기준 이강 행장이 중앙후

보위원으로 중앙위원인 궈 부행장보다 낮다는 점에서, 이강 행

장뿐 아니라, 당조 서기인 궈수칭을 주목해야 한다. 인민은행

은 자문 기구로서, 화폐정책위원회(통화정책위원회)가 구성되

어 있다. 

# 인민은행 조직 및 인물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목적으로서,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안정,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상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을 비롯한 서구의 통화정책과 달리 복수의 금리정책

과 유동성 지원 제도를 통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금리가 있지만, 시장에서 주요하게 받

아들이는 지표는 지급준비율, MLF, LPR이다. 지급

준비율이란, 은행이 뱅크런과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

하기 위해 맡겨 두는 현금을 의미한다. 지급준비율

이 떨어지면, 은행은 더 많은 현금을 대출할 수 있기

에, 지급준비율을 낮춤에 따라 통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MLF는 중기 유동성 조절 지원창구로 중국

의 중기 정책금리이다. MLF는 금리를 결정하는 동

시에,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위해 분기에서 1년 

만기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여 통화량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LPR은 MLF에 금리를 가산하여 1년물

과 주택 융자하는 데 사용되는 5년물로 나누어진다. 

1년물이 통상 시장 벤치마크 금리로 여겨지며, 매월 

20일날에 금리를 인민은행이 고시한다. 

#기준금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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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의 하방 압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의 상

장폐지 우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 전

쟁 불안 요인 등으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그에 따

라 인민은행은 2021년 12월 지준율을 5bp(0.5%)를 

내려 8.4%로 인하하였다. 이는 220조원 규모의 통

화량을 공급한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MLF의 금리는 

역시 22년 1월 10bp 낮추어 2.85%를 기록하였고, 

3월에는 금리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동결하였지만, 

2000억 위안(39조)을 공급하였다. 이는 MLF대출 회

수금 1000억 위안을 상계하면, 1000억 위안을 시장

에 공급한 것으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LPR 

역시 1월에 10bp를 낮추어 3.7%로 인하하였다. 

#중국의 통화 정책

   현재 중국은 양회를 통해 5.5%의 국가 성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공산당 전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

륙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제 변수로 중국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적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달러당 6.3739 위안화를 

공시하여, 외국인의 중국 통화 보유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달

러당 7위안화에는 멀었습니다. 또한 3.2502조 달러를 보유하는 국가이기에 일

부 통화 공급 확대에 따른 자금 유출에 경거망동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

나 FED가 금리를 올리는 점에서 외화 유출을 우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중립금

리가 2.4%로 추정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에 연준의 지속적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통화 정책의 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그 좁

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정권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점

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146 147

0
1 중국 인구의 힘

   보너스인가? 여름 밤의 꿈인가?

중
국

 인
구

의
 힘

   
   

   
   

   
   

  중
국

의
 안

보
 전

략
과

 군
의

 현
대

화
   

   
   

   
   

   
  S

p
o

n
g

e 
C

it
y 

D
ev

el
o

p
m

en
t 

in
 C

h
in

a 
   

   
   

   
   

   
 중

국
 최

대
 정

치
 연

례
 회

의
, 전

국
 인

민
 대

표
 회

의
 

글. 김선빈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편집. 도정민 (서울대학교 건축학부)

   인구는 언제나 중요했다. ‘인구의 힘’에 서술되었던 문구입니다. 인구는 국가의 흥망

성쇠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그 인구를 가장 잘 사용한 나라는 중국

을 뺄 수 없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가난했지만, 빠른 시간에 G2가 될 수 있었던 것

은 다양한 이유 중, 풍부한 노동력과,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 주는 인구를 주요 원인으

로 뽑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값싼 노동력과,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개방으로 세계

적 기업과 JV 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값싼 노

동력이 아니지만, 소비력 있는 가장 큰 시장으로 세계 시장은 중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출생률 저하는 갑작스러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인구의 힘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

고, 당국의 대책과, 그 결과를 서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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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현황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2022년 1월 17일 날 발표한 21년 말 중국 인구는 14억 

1260만 명입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48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주목

받는 이유는, 2018년 530만 명, 2019년 467만 명, 2020년 204만 명 증가하였는

데, 2018년 대비 2021년 인구 증가율이 9%로 수직 낙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8년 대비 2021년 출생인구가 461만 명이 줄은 1062만 명으로 급감한 것에 기

인합니다. 2021년 저출생에 따라, 중국의 65세 인구의 비율이 14.2%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1786

1062

인구(만 명)

2016 2021

중국 연도별 출생인구

중국의 인구 정책

    중국의 인구 정책은 개국 후, 출산을 장려하였지만, 오랫동안 출산 억제 및 산아 제

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출생인구 저하와 고령화로, 저출생 대

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49년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노동력을 확보하며, 생산력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953년 인구증가가 

문제가 되자, 인구 억제 정책과 인공유산 등의 제재 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이후,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중국 국무원이 작성하였는

데, 국가가 출산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서, 1978년 ‘국무원 출

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만 25세 여성은 만 23세 이후 결혼

할 수 있으며, 아이 한 명과, 3년 이후,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1979년 중국 출산계획 사무실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1982

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농촌 주민은 두 자녀를 허용하였습니다. 

   2013년 중국 공산당 18기 3차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허락하는 

정책으로 수정하였으며,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2021년 

국무원과 공산당 중앙위원회 ‘출산정책 개선을 통한 인구의 장기 균형발전 촉진에 관

한 결정’을 통해 3자녀 정책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산 제도와, 보육 서비스 등을 확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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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전망

   중국은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8억 명으로 총인구에 

6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70%였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는 중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중국 내부적 문제로는, 고

령인구 부담비율(OADR: 노동인구 대비 고령인구)이 2050년 1으로 올라갈 예정입

니다. 이는 비노동인구과 노동인구의 1:1로 노동인구가 최소한명의 노동인구를 부양

해야 하는 뜻입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본 사례

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급격히 추격하였지만, 합계 

출산율이 1.5로 내려앉았고, 일본 경제는 쪼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플라자 합

의 등 인위적인 통화 정책이 있었음에도, 저출생 문제로 인한 내수 경제의 냉각에 따

른 저성장 기조로의 전환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합계 출산율 1.3인 중

국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내수가 얼어붙어, 저

성장의 기조로 일본과 같은 미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역시 중국 인구의 감소는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의 개혁개방 이후, 저렴한 노동자를 통한 저물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고물가의 시대

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인도가 10억의 인구로 차세대 중국이라 불리지만, 현실적으

로 정책과 노동의 수준을 감안하면, 제한 사안이 많습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생

계형 소비에서, 발전과 향유형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소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을 것입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의 감소로 고물가를 이끌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축소로 저성장 

기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0-14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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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 보이는 중국의 저출생은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강압적인 정책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의 지위 상승, 자녀에 대한 인

식의 변화, 육아의 비용 상승 등 여러 부분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

는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자녀출산 의사에 있어서, 2017년 1.76명에서, 2021년 1.64명으로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왕정저우(王廣州) 연구원의 세대 별 이상적

인 자녀수는, 1960년대생 2명에서, 1990년대생 1,79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이는 등, 저출생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설로 이런 말이 있

습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뒤, 늙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늘었으나,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었다.’ 과연 중국은 이 속설과 달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주목해

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의 안보 전략과 
강군몽0
2

 중국의 안보 전략과 군의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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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및 군사 전략은 국가의 대전략의 하위 분과로서, 국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의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구성된다. 따라서 중국의 안보 전략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

이 어떤 국익을 추구하며, 어떤 대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은 소

수 민족과,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국내의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해양과 영토의 보호,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21세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전면

적 소강사회의 건설’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안

보전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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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국가안보관

   중국의 국가 안보관은 마오쩌둥의 ‘인민 민주 독재 정치’와 ‘전쟁과 평화’라는 사상

에서 출발한다. 이는 공산주의를 이끈 소련을 지지하는 동시에,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

로 비난하는 안보전략을 표방하며,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

후, 중국은 계급 투쟁의 종결이란, 개혁 개방이라는 국내 정치적 변화와, 국제 정치의 

변화에 따라, ‘기회의 포착, 발전의 가속화’라는 안보 개념과 ‘평화와 발전’이라는 개념

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보는 군사뿐 아닌, 정치,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안

보 등을 포괄하는 ‘종합안보관’을 주창하였다. 덩샤오핑은 이 안보관에 4가지의 특징

을 부여하였는데, 이 중 자국 이익과 안보 수호에 있어, 타국의 이익과 안보의 손해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0년대 이후, 중국 위협론 부상 등 다양한 정세가 바뀐 

이후, 다자주의적 접근 및, 타국과의 신뢰를 기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21세

기에 들어, 전통적 안보뿐, 아닌 비전통적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를 제시하였

다. 이는 전략적 인내를 비롯하여, 세계의 견제를 회피하여, 경제 발전 등 ‘도광양회’적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사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폭동 등의 국내 안보, 그리고 해외 

투자의 이익과 해양 보급 라인 등의 국제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2013년 중국 공산당 산하에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한국

의 NSC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를 설립하였다. 또한 14년 첫 회의를 통해 총체적 국

가안보관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중시하는 12개의 영역의 안보(정치, 국토, 군사, 경

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인터넷, 생태, 자원, 핵, 해외이익)를 선정하였고, 이를 제도

화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가 해결해야 

한다는 ‘아시아 신(新)안보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의 안정을 이루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비동맹 원칙을 

통해 동반자라는 유연한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동맹의 비중을 낮추

고 아시아 지역 발전을 이끌면서, 중국에 강하게 영향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는 과거와 달리, 중국 국익에 있어 적극 대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당 중앙정법위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무장경찰 총참모부

2부

총참모부

3부

총정치부

연락부



158 159

강군몽 ( 强军梦 ): 중국 인민 해방군의 현대화

   중국 인민 해방군(이하 중공군)은 지역 내 적과, 자국 영토 수호, 마지막으로 동아시

아 패권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은 2025년 창군 10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35년 

현대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업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공군의 현대화 작업이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2016년 군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4개의 총부를 해체하고, 6부 3위원회 5개 직속기구로 개편하였

으며, 군령권(작전 지휘권)을 지닌 5대 전구 체제(동, 서, 남, 북, 베이징)로 개편하였

다. 또한 군종은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군으로 나누어져, 군정권(인사, 군

수 등 기타 권한) 인계받아 합동 지휘 통제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지니고, 합동참모총장이 군령권을 지닌 것과 비슷하다. 중공군의 현대화는 

양적 요소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첨단기술 조건하 국부전쟁’전략을 

채택하여, 육군의 신속대응, 해군의 적극적 근해 방어와 해외 이익을 위한 대양해군, 

공군의 원거리 투사, 전략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로켓군은 기술 수준을 제고하

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전략으로 통해 전략지원

군(SSF) 육성하였다. 우주전과, 네트워크전을 담당하는 2축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작

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익의 변화는 안보 전략의 변화를 이끌었다. 중국의 기본적 안보 전략은 방

어적 국방이지만, 중국의 국제적, 국내적 이익을 확실히 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 방어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벗어나, 당근과 

채찍, 회색지대 전략(grey-zone) 활용 등 다양한 안보 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에 따르면, 국방비가 매년 6~8% 증가한다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호주

의 peter Robertson 교수가 지적하였듯, 국방비 책정의 불투명성한 중국 정부 회계

에 따라 숨겨진 국방비 책정을 고려한다면, 어느새 동북아의 신냉전은 보이면서, 또 

보이지 않게 성큼 다가왔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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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 City 

Develop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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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Li Yiz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편집. 도정민 (서울대학교 건축학부)

   China has experienced unprecedented urbanization during the 

past decades. In 1978, when the Chinese economic reform started, 

only 18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lived in urban areas. The 

number has reached 56% in 2015 and is expected to exceed 75% by 

the 2050s1. Impermeable surfaces, grey infrastructures and other 

urban artificial constructions increase as the urban area expands. 

The rapid speed of the urbanization process can lead to water 

shortages, pollution, and overall degradation of water ecosystem 

services and sometimes, disasters such as urban surface-water 

flooding may happen. Urban surface-water flooding threatens 

many urban areas and citizens not only by massive physical water 

disturbance but also by the loss of human lives. It even occurs 

in cities with modern urban drainage systems. For example, 79 

people were killed because of the urban flooding in Beijing in 

2012. From 2006 to the 2010s, more than 150 cities in China were 

affected by severe flooding and based on the rate of urbanization, 

more than 654 Chinese cities are vulnerable to pluvial flooding2. 

Therefore, in 2014,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the 

Sponge City Program in its 13th Five-Year Plan. A sponge city is a 

new urban construction model proposed by Chinese researchers 

in early 2000. It has the capacity for urban water management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ecological inf rastructure 

and drainage systems. By 2030, China aims to turn 80 percent of 

its urban areas ‘sponge-like’, addressing surface-water flooding, 

attenuating peak run-off, improving purif ication of urban runoff, 

and enhancing water conservation while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community health and economic prosperity3.

1,2 Chan et al., 2022

3 Liao & Wishar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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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ponge city mainly of three parts: green infrastructure, grey 

infrastructure and blue infrastructure.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es green parks, greenways, green roofs, rain gardens, swales 

and woodlands that would absorb, retain and f ilter rainwater 

through vegetation and soils, allowing rainwater to reach urban 

aquifers. On the other hand, the grey infrastructure, including 

sewers, pipes, channels and detention basins, are constructed to 

discharge urban surface runoff, which is subsequently stored in 

blue infrastructures such as rivers, streams, ponds and wetlands1. 

There will be a lot of economic benef its to the cities and their 

citizens, but the cost is still huge. The Sponge City Program 

requires an estimated US$1 trillion, and it mainly depends on 

government funds2. Spending such an amount of money mak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has also been questioned. 

1 Chan et al., 2022

2 (Liao & Wishart, 2021)

   Zhengzhou, Henan province, is part of a Chinese government 

initiative to build sponge cities. In July 2021, it battled the heaviest 

rain in millennia and devastating floods that killed at least 300 

people and displaced 1.24 million residents. Although it was 

an extremely rare heavy rainfall that may not have even been 

considered during the urban design, whether the gray-green-blue 

infrastructure of sponge city can prevent the damage of heavy 

rainfall is questioned. It shows that the project “neglects the fact 

that social vulnerability to urban floods also arises from the lack of 

disaster adaptive and recovery capacity1”. The design of sponge city 

still needs to be improved, but the concept is still a green solution to 

urban problems in the context of global warming. The introduction 

of the Sponge City concept on land-use planning policy makes 

urban designers rethink the problems posed by the over-reliance on 

grey infrastructure and highlights the role of green infrastructure 

play in the urban system.

1 Chan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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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정치 연례 회의,       
전국 인민 대표 회의

0
4

중
국

 인
구

의
 힘

   
   

   
   

   
   

  중
국

의
 안

보
 전

략
과

 군
의

 현
대

화
   

   
   

   
   

   
  S

p
o

n
g

e 
C

it
y 

D
ev

el
o

p
m

en
t 

in
 C

h
in

a 
   

   
   

   
   

   
 중

국
 최

대
 정

치
 연

례
 회

의
, 전

국
 인

민
 대

표
 회

의
 

글. 김선빈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편집. 도정민 (서울대학교 건축학부)

소개

   전국 인민 대표 회의(이하 전인대)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 중 하나입니다. 

양회는 전국인민 정치 협상회의(이하 정협)와 더불어 전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코

로나 이전 2주간 진행되었으나, 이후 일주일간 진행되고, 정협은 3월 4일부터 10일

까지,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이하 전대)

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핵심 역할을 

진행하기에, 중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주며 핵심적인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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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및 역할

   전인대는 1945년 4월 마오쩌둥 전 주석의 언급에 따라 1954년 9월에 개최되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켜 국가 근본 정치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53년

까지 정협의 역할이었던, 입법부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전인대는 한국에서 국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년 임기로, 매 3년 

8년에 한 번씩 최대 3500명의 인민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와 ‘차’로 기

수와 선출 이후의 연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기 5차 전인대로, 올해를 끝으

로 새로운 14기 전인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인대의 역할은 입법부로서, 헌법, 및 

법률의 재개정, 예산 편성, 국가 주석,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및 최고인민검찰

원 검찰장 등의 고위직 선출 및 파면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13기 4차 전인대 주요 사항

   전인대는 5년 주기로, 1년과 6년에 국가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며, 21년은 14

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049년(2개의 100년 중 하나),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에 따라, 미국의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 쌍순환 전략과 안보 분야를 제약 속성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쌍순환 전략이란, 과거 세계의 공장이란 국제 경제의 순환과 더불어, 

내수를 통한 국내 경제의 순환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국제 경

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의 적절한 조화를 이끄는 전략

입니다. 또한 안보 목표로서 식량 및 에너지 종합 생산능력과 금융 부분 등의 안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협력과 갈등이라는 신냉전의 시대로 전

환을 보여주는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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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5차 전인대 주목 포인트

   이번 전인대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한겨례 등 언론과 연구원 등에서 ‘안정’이라

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있을 전대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때

문에, 공격적인 정책보다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5.5%로 목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과 더불어 과학기술 성장과 

14.5규획에 명시된 녹색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보였던 공격적인 전

략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목하

시기를 권합니다.

13기 5차 주요 요점

   이번 전인대는 앞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중국의 

2022년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준 회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정적 국

정운영’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로 낮은 경성에 따른 완화적 경제 정책이

었습니다. 재정당국은 적극재정으로 돈을 풀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국무원 산하의 인민은행은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여 자본이 공급될 수 있게 하였

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깨진 6% 성장률에 동요되는 민심을 잡기 위함

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부유’와 ‘저탄소 성장’ 등 기존 산업에 있어 구조 개혁에서 한

발 멀어져 안정적 성장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서 미국 

등의 발언이 없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불필요한 자극을 만들어 불안정한 국정운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시진핑 주석에 강한 비판을 

전인대를 통해 했던 것을 감안하면, 시진핑 주석의 1인 통치 권력이 공고해진 것을 예

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 있을 전대까지 중국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

영될 수 있는지 최근 발생하는 대외 상황과 함께 바라보는 것을 권합니다.



170

V
O

L
.1

2
0
2
2

A
cadem

ic m
agazine by H

an-A
sia Y

outh A
m

bassador

MZ
ASIA


